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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의 주파수 제어 능력 및 안정도 향상을 위
하여 DFIG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풍
력발전 단지의 최적 출력제어 전략(optimal generation control strategy)
을 제안하며, DFIG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de-loaded operation 및 주
파수 제어 참여를 위한 제어방안(control scheme)을 논의한다.
최근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의 건설 등으로 인해 전력계통 내 풍력
발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주파수 제어를 위해
풍력발전기가 출력제어와 함께 적절한 frequency support control를 제
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DFIG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가변속 풍력발전기(variable speed wind generator)는 계통의 주파수와
출력제어가 분리되어(decoupled) 있기 때문에,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력변환기기(electronic power converter)를
활용하여 넓은 운전 영역에서 출력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동
기발전기의 주파수 응답(frequency response)이나 제어 기법을 에뮬레
이션 하는 것을 통해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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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최대 출력제어(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Control)를 포함한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 기법에 대
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DFIG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주파수
제어 참여를 위한 de-loaded control scheme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출력제어 시 증가하는 풍력발전기의 운동에너지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함께 제안한
다.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은 계통 운영자 또는 풍력발전 단
지의 상위제어 시스템(supervisory control system)이 DFIG 풍력발전기
의 de-loaded operation을 위한 출력지령(power reference)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여, 풍력발전기가 변동하는 풍속에서도 해당 지령에 따
라 출력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안하는 제어방안에서는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의 지나친 감소로
인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자 속도를 기준으로 최대 가능출
력(maximum available power)을 산정하고 이를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
력지령과 비교하여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하도록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제어기 구성은 갑작스러운 풍속감소로 인해 회
전자 속도가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주어진 풍속의 최대 가능출력에 가깝게 제한하여 급격한 풍속변화
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DFIG 풍력발전기의 KE(Kinetic Energy) discharge control은 주파수 감
소 시 풍력발전기가 회전자(rotor)와 터빈(turbine)에 저장된 운동에너
지를 fast power reserve로 활용하여 계통에 일정한 크기의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가리킨
다. DFIG 풍력발전기가 비교적 큰 값의 관성지수(inertia consta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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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기법은 풍력발전기의 주파수 제어 참여
시 일반적인 주파수 제어 기법보다 강력한 contribution을 계통에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풍력발전기가 안정적인 운전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transient contribution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KE discharge가 출력제어 방안과 적절히 연계되어야
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앞서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과 연
계하여, 출력제어 시 확보된 예비력과 운동에너지(KE reserve)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제안하였
다. 제안하는 제어방안의 검증을 위해 PSCAD/EMTDC에서 사례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통의 frequency response가 크게 향상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을 바탕
으로 풍력발전 단지의 주파수 제어 능력(frequency support capability)
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 출력제어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은 DFIG 풍력발전
기가 de-loaded operation 시 증가하는 운동에너지(KE reserve)를 활용
하여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 단지가 출력제어를
수행 시, 개별 풍력발전기들의 출력지령을 운동에너지 측면에서 최
적화하여 동일한 출력제어 시 보다 많은 KE reserve를 확보할 수 있
도록 하는 최적화 전략(KE optimization strategy)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과 Cp characteristic
equation에서 출력제어 시 출력지령과 회전자 속도의 관계식을 유도
하고, 풍력발전 단지의 KE reserve의 합을 목적함수로 하는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
지령을 결정하고 운전하는 것을 통해 풍력발전 단지의 주파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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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풍력발전 단지가 제안하는
최적 출력제어 전략에 따라 운전 시, 풍속변화에도 계통 운영자의
운전지령에 따라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상위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였다.
제안된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과 풍력발전 단지의 최적 출력
제어 전략의 검증을 위해 다수의 DFIG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풍력발
전단지와 다양한 종류의 동기발전기(synchronous unit)가 포함된 소규
모 독립계통(test system)을 PSCAD/EMTDC로 모델링 하였으며, 사례
연구로 다양한 풍속조건에서 DFIG 풍력발전기와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운전을 모의하였다. 사례연구 결과는 제안하는 제어 방안
과 운전전략이 계통의 안정적인 주파수제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주요어: 주파수제어, 풍력발전, 풍력발전 출력제어, 풍력발전단지 운
영, DFIG 풍력발전기 제어
학 번: 2006-3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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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의 계통 운영에서 풍력발전기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출력제어(MPPT control: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control)를 수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
의 건설 등에 따라 풍력발전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풍력발
전이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발전기의 운전 감소와 풍력발전의 출력변
동으로 인해 계통에서 안정적인 주파수 제어를 위한 충분한 예비력
및 관성의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의 경우 기존의 동기발전기와 동등한 수준으
로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는 계통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고, 필요 시 풍력발전기가 계통에 적절한 frequency
support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운전 방안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DFIG 풍력발전기와 주파수 제어
동기발전기(synchronous generator)는 일반적으로 droop 제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파수 제어에 참여하고 있으며, droop 제어가 아니더라
도 계통에 관성(inertia)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파수 제
어에 기여한다. 하지만 최근 건설되는 풍력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이중여자 유도발전기(DFIG,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와 영
구자석 동기발전기(PMSG,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를 포함한 가변속 풍력발전기(variable speed wind turbine)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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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참여하지 않
는다[1 - 2]. 이는 풍력발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풍력발전
기가 기존의 동기발전기를 대체할 경우 계통의 주파수 제어 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3 – 5]. 실제로 국내 제주도와 같이
규모가 작은 독립계통에서는 급격한 풍력발전 점유율 증가에 따라
주파수 제어에 필요한 충분한 예비력(primary reserve)과 관성(inertial
response)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풍력발전의 건설이 제한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급균형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많은 풍력발전 선진국에서는 풍력발전기가 일반 동기발
전기와 유사한 수준의 유효전력 출력제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
는 방향으로 계통 연계 규정(Grid Code)를 수정하는 추세이며, 대규
모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다[6 – 9].
대표적인 가변속 풍력발전기에 해당하는 DFIG 풍력발전기는 출력제
어가 계통의 주파수와 분리되어(decoupled)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운
전 조건에서는 출력특성이 계통의 주파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도 특별히 기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다. 하지만 DFIG 풍력발전기는 컨버터 제어(converter control)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출력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기발전기의 droop 제어나 inertial response를 에뮬레이션 하거나 필
요 시 정해진 출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해 계통의 주파
수 제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DFIG 풍력
발전기가 출력제어와 함께 frequency support capability를 갖고 계통
의 주파수제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고 있다 [10 - 20].
최근 연구되고 있는 DFIG 풍력발전기의 frequency respons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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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은 크게 inertial response control
과 proportional control,

KE(Kinetic Energy) discharge control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inertial response control은 동기발전기의 inertial
response와 비슷하게 풍력발전기가 계통의 주파수 변화의 기울기에
비례한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풍력발전기의 증
가에 따라 부족해진 계통의 관성을 증가시키고 풍력발전기가 주파
수 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10 - 11]. 다음으로 proportional
control은 기존 동기발전기의 droop 제어에 해당하며, 주파수 변화에
대해 비례적으로 출력을 증감하여 주파수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가
리킨다[12- 14]. 이를 위의 inertial response control과 함께 구성할 경
우 DFIG 풍력발전기는 계통의 주파수 변화에 대해 동기발전기와 거
의 동일한 수준의 frequency response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KE discharge control은 앞서의 다른 제어방안과는 달리, 기존
동기발전기의 주파수 제어를 에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
전기의 터빈과 회전자에 저장된 운동에너지(KE, Kinetic Energy)를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fast power reserve)로 활용하여 주파수 제어
시 계통에 일정한 크기의 출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가리
킨다[15 - 17]. DFIG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가변속 풍력발전기는 전
력컨버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고정속 풍력발전기에 비해 넓은 속도
범위(wide rotor speed range)에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해진 풍
속에서도 임의의 출력제어가 가능하다. KE discharge control은 이러
한 가변속 풍력발전기의 제어 특성을 활용하여, 계통에 주파수 제어
가 필요한 경우 DFIG 풍력발전기가 정해진 추가 출력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여 계통의 short-term frequency control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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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DFIG 풍력발전기는 기존의 동기발전기(synchronous unit)와
달리 제어 가능한 prime mover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통의 주
파수 제어 참여에는 제약이 따른다. 대표적으로 proportional control
은 기존의 droop 제어와 마찬가지로 풍력발전기가 이를 위한 충분한
예비력(generating margin)을 확보하고 운전하는 전제로 한다. 즉, 지
속적인 주파수 제어를 위해서는 기존의 운전에서처럼 항상 최대 출
력제어에 따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예비력 확보를 위해
출력제어(de-loaded control)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
어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inertial response control과 KE discharge control은 예비력 확보
가 필요 없지만 주파수 제어에 참여 시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함에
따라 회전자 속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회전자 속도 감소
에 따른 불안정을 방지하려면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frequency support control 시 계통에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추가적인
출력(transient contribution)을 안정적인 운전범위에서 적절히 조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DFIG 풍력발전기의 frequency
support control과 de-loaded control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운전 및 제
어 전략(operation and control strateg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파수 제어 참여를 위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 제어 전략
[18 - 19]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출력제
어와 효과적인 주파수 제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DFIG 풍력발전기
의 출력제어 전략(active power control strategy)을 제안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먼저 변화하는 풍속 하에서 일정 수준의 예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출력
을 제어하기 위한 de-loaded control scheme을 먼저 제안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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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roop method 기반의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적용
하는 것을 통해 DFIG 풍력발전기가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지속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
지령(de-loaded power reference)이 정확한 풍속 예측에 기반을 두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제안된 운전전략은 풍력발전기가 기존의 발전
기들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예비력을 확보하고 운전할 수 있게
해주며, 확보된 예비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계통의 주파수 제어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20 – 21]은 de-loaded power extraction curve를 활용한 DFIG 풍
력발전기의 de-loaded control scheme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de-loaded
power extraction curve는 풍력발전기의 최대출력곡선에서 일정 비율
로 출력을 감소하여 정의한 특성곡선(출력-회전자 속도)을 가리키며,
기존의 최대 출력제어처럼 DFIG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가 해
당 특성곡선 위에 있도록 제어할 경우 풍력발전기가 최대 가능출력
에서 일정 비율의 예비력을 확보하고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한 de-loaded control scheme을 제안하고,
계통의 주파수 변화에 대해서는 기존 동기발전기의 droop method와
동일한 방식인 proportional control을 통해 주파수 제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전략은 변화하는
풍속에서도 DFIG 풍력발전기가 안정적인 운전을 유지하고,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가변속 풍력발전기가 넓은 범위에서 빠르고 자유로운 제어
가 가능하고 비교적 큰 관성지수(inertia constant)를 갖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주파수 제어에 de-loaded operation을 통해 확보한 예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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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풍력발전기의 운동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계통
에 심각한 주파수 문제가 발생할 때 보다 향상된 frequency support
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FIG 풍력발전기
의 “frequency support control capability”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안
정적인 de-loaded operation을 위한 제어방안과 KE discharge control
기반의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은 기본적으로
DFIG 풍력발전기가 계통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출력제어를 수행해
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력계통에서 풍력발전의 점유율이 일
정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풍력발전기나 풍력발전 단지는 주파수
제어를 위한 예비력을 확보뿐만 아니라 유효전력 수급 균형을 유지
하거나 계통의 overloading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력을 제한하
거나 일정한 형태의 출력제어를 요구 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스페인과 같이 풍력발전이 점유율이 매우 높은
계통의 경우, 계통의 유효전력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풍력발전
의 출력제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2]. 제안하는
운전전략은 1차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DFIG 풍력발전기가 안정적
으로 de-loaded operation 또는 출력제어 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에 따라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한 새
로운 de-loaded control scheme을 제안한다. 이때,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은 풍속예측을 통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으며, 풍속예측의
오차나 갑작스러운 풍속변화 때문에 출력제어가 DFIG 풍력발전기의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실제 출력제어 loop에 적용되는 출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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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회전자 속도 기준의 최대 가능출력으로 제한하도록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는 풍력발전기의 de-loaded operation을 가정하
여, 풍력발전기의 운동에너지를 주파수 제어 참여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은 DFIG 풍력발전기의 출
력제어 시 확보되는 추가적인 운동에너지를 예비력(KE reserve)으로
활용하여 short-term frequency control에 강력한 contribution을 제공하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도한 KE discharge로 인해 풍력발
전기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제안한 de-loaded
control scheme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은 PSCAD/EMTDC에서의 사
례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모의 결과는 제안하는 제어방안이 계
통의 frequency response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Generation Control Strategy of Wind Farm
기존의 연구에서는 풍력발전 단지의 de-loaded control 또는 출력제어
가 논의될 때, 단지 내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de-loaded
power reference)은 최대 가능출력(maximum available power)에 비례하
여 결정되거나, 운전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풍력발전기에 대해 일정
한 용량을 감소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23]. [21]의 경우도
풍력발전 단지 내에서의 손실최소화(internal grid loss minimization)와
출력변동을 고려하여 풍력발전 단지 내 개별 발전기들의 출력제어
지령을 최대 가능출력 내에서 최적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24]와 마찬가지로 계통 운영자의 제어지령에 따라 풍
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가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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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frequency support control 또는 계통의 주파수 제어 참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E discharge control 기반의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의 실질
적인 frequency support capability는 기본적으로 DFIG 풍력발전기의
관성지수(inertial constant, Jm)와 저장된 KE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도 KE discharge
control을 기반으로 하며, de-loaded control과의 연계하여 주파수 제어
에 사용되는 운동에너지를 출력제어 시 확보되는 추가적인 운동에
너지(KE reserve)로 제한하기 때문에, frequency support capability가
KE reserve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즉,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서 de-loaded operation 시에 보다 많은 KE reserve를
확보하는 것은 DFIG 풍력발전기의 주파수 제어 참여 시 계통에 보
다 큰 transient contribution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계통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제어할 때, 풍력발전 단지 단위에서
KE reserve의 합을 최대화하는 최적화 전략(KE optimization strategy)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최적화 전략은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
스템이 개별 DFIG 풍력발전기에 대한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갖추
고 지속적인 풍속예측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며, 풍속예측을 기반으로
각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과 최적 회전자 속도, 그리고 출력제
어 시 확보가 예상되는 KE reserve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풍력발전 단지 단위에서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을 만족하면서
풍력발전 단지의 KE reserve를 최대화하는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앞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갑작스러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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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감소에 따라 일부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실시
간 운전에서 KE optimization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풍
속예측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풍력발전 단지의 최적 출력제어 전략의 검증을 위해 소규
모 독립계통을 PSCAD/EMTDC에서 모델링하고 사례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풍속조건에서도 제안하는
출력제어 전략이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의 계통에서 발전기의 탈락과 계통의 주파
수 제어를 모의하는 것을 통해 제안하는 출력제어 전략이 풍력발전
단지의 frequency support capability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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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DFIG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풍력발전 단지의 안정적
인 출력제어 및 계통의 주파수 제어 향상을 위한 de-loaded control
및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제안하고, 풍력발전 단지의 출
력제어 전략(generation control strategy)을 논의하였으며,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새로운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의 제안을 위해, DFIG 풍력발전기의 구조와 최대 출
력제어를 포함한 출력제어 기법, 주파수 제어 기법, 그리고 제어시
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계통 운영자 또는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을 가정하
여 DFIG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출력제어를 위한 de-loaded control
scheme을 제안하고, 이와 연계하여 출력제어 시 확보되는 추가적인
운동에너지(KE reserve)를 효율적으로 주파수제어에 활용하기 위한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을 PSCAD/EMTDC에서의 모델링 및 모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을 바탕으
로,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풍력발전 단지의 주파수 제어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KE optimization strategy를 제안하고, 풍력발전 단지의
안정적인 출력제어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안하는 전체 풍력발전 단
지의 출력제어 전략의 검증을 위해 PSCAD/EMTDC 상에서 DFIG 풍
력발전기로 구성된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이
를 통해 풍력발전 단지의 안정적인 출력제어가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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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풍력발전 단지와 다수의 동기발전기로 구성된 소규모 독
립 계통을 PSCAD/EMTDC에서 모델링하고, 제안하는 DFIG 풍력발
전기의 제어방안과 풍력발전 단지의 운전전략의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6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전략 및
풍력발전 단지의 운전전략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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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 제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 제어방안(control scheme) 및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generation control strategy)은 기본적
으로 풍력발전 단지가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출력을 제어
하고 운전하는 것을 가정한다.
기존의 계통운영에서 풍력발전기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Renewable
Energy Source, RES)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적
인 운전조건에서는 최대 출력제어(Maximum Power Point Tracking
control: MPPT)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의 건설 등으로 풍력발전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
정적인 계통 운영과 다른 발전기들과의 협조 제어를 위해 풍력발전
기가 기존의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통신 및 급전 시스템 갖추고 계
통 운영자의 제어 지령에 따라 운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최근 개정된 해외 풍력발전 선진국의 풍력발전 연계 기준을 살
펴보면, 대부분에서 계통 운영자나 풍력발전 단지 단위의 상위 제어
(Supervisory control)를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풍력발전 단지가
다양한 출력제어 기능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6 - 9].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는 기존의 발전기와 같이 주파수 제어에 참
여하기 위해 예비력(Generating margin)을 확보하는 것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풍력발전 점유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통의 유효전력
수급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계통
의 운전조건에 따른 풍력발전의 출력제어 또는 출력제한을 고려하
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점유율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25 - 27].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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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풍력발전이 탈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발전기가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
상의 발전기를 항상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풍력발전기의 출
력제어가 없다면, 실시간 유효전력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서 기존
발전기의 최소 운전 용량과 부하조건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의 최대
설비용량을 제한해야만 한다. 풍력발전의 출력제어는 이러한 설비용
량 제한을 없애주어 지속적인 풍력발전 점유율 확대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이유로 풍력발전의 출력제어나 주파수 제어에의 참여는 점
차 보조적인 기능요건(ancillary service)이 아니라 의무적인 기능요건
(mandatory service)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며, 앞으로 풍력발전 점유율
이 늘어날수록 실제 운전에 적용되는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
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경우 2007년에는 전체 풍력발전량의 0.09%에
해당하는 23.9GWh의 출력제한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는 1분기에
만 총 풍력발전량의 1%에 해당하는 출력제한 발생하였다. 최근 이
러한 풍력발전 출력제한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체 풍력발전량의
6.8%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2009년까지는 풍력발
전 출력제한이 주로 송전계통의 혼잡 때문에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기존발전기와 부하 사이의 유효전력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풍력발
전의 출력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풍력발
전 점유율이 늘어날수록 점차 풍력발전의 출력제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에 관한 기존의 연구
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
방안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 13 -

2.1 DFIG 풍력발전기 출력제어(Active Power Control)
2.1.1 DFIG 풍력발전기의 Controller Configuration
DFIG 풍력발전기
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DFIG) 풍력발전기는 최근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변속 풍력발전기(variable speed wind turbine) 중 하
나로, 권선형 유도발전기(Wound Rotor Induction Generator, WRIG)와
함께 Power Electronic Back-to-Back Converter를 사용하여 유도발전기
의 회전자에 여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DFIG 풍력발
전기는 기존의 고정속 풍력발전기(fixed speed wind turbine)와는 달리
컨버터 제어(converter control)를 이용하여 회전자에 흐르는 여자전류
를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자의 속도를 정격 속도에서 최
대 ±30%까지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풍속에서
도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회전자 측
컨버터(Rotor Side Converter, RSC)의 제어를 통해 풍력발전기의 유효
전력과 무효전력 출력을 일정 수준에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
통 측 컨버터(Grid Side Converter, GSC)의 무효전력 용량을 이용할
경우 계통 측에 상당한 무효전력 제어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
징을 갖는다[28 - 29].
다음의 그림은 일반적인 DFIG 풍력발전기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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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FIG 풍력발전기의 구조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DFIG 풍력발전기는 고정자 권선이 계
통에 연계되며, 회전자 권선은 슬립링(slip ring)을 통해 회전자 측
컨버터(RSC)에 연결된다. 여기에서 RSC와 GSC는 PWM(Pulse Width
Modulation) Voltage Source Converter를 이용하여 하나의 DC-link를
공유하는 Back-to-Back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RSC는
DC-link의 전압을 이용하여 회전자 권선에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에
필요한 여자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GSC는 DC-link의 전압
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PCC의 전압을 목적에 따라 적절히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계통 측 컨버터(GSC) 제어
DFIG 풍력발전기에서 GSC 제어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회전자와 계통 사이에서 전력교환이 일어날 때, Back-to-Back 컨버터
의 DC-link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고 컨버터에서 계통으로의 무효
전력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통에서 직접 연계되는 고정자 전압 vector를 기준으로 하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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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stator voltage oriented dq-reference frame)을 설정하고, 이에 따
라 벡터제어(vector control)를 구성 시, GSC는 계통으로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출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정자 전압 vector에 회전 좌표계의 d축을 align하고(vq=0), 이에 따
라 계통으로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출력을 dq-reference frame에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2.1)



          



(2.2)

위의 식 (2.1), (2.2)는 dq-reference frame에서 GSC의 유효전력과 무효
전력 출력이 각각 d축 및 q축 전류(idqg)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DC-link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d축 전류
를, 계통으로의 무효전력 출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q축 전류를 제
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상을 기준으로, GSC와 계통 사이의 impedance를 Rf와 Lf
라고 가정하면, GSC와 계통의 전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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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를 계통의 전압 vector 기준의 dq-reference frame에서 다시 정의하
면 다음과 같다.

         


         


(2.4)

이때, v΄dg=Rfidg+Lf(didg/dt), v΄qg=Rfiqg+Lf(diqg/dt)라고 정의하면 위의 식
(2.4)은 다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2.5)

여기에서 전향보상(feedforward compensation)을 통해 cross coupling된
항목(ωeLfiqg+vd와 ωeLfidg)을 제거하는 것을 가정하면, feedback loop을
포함한 GSC의 전체적인 dq축 전류제어 loop과 system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30 – 31]. 이때, vga*, vgb*, vgc*는 GSC의 출력전압 지령
으로 PWM을 통해 컨버터의 출력전압을 결정한다.

그림 2.2 GSC 전류제어 loop과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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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자 측 컨버터(RSC) 제어
DFIG 풍력발전기에서 RSC 제어는 DC-link 전압을 이용하여 회전자
의 여자전류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유도발전기의 고정자에서 계통
으로의 유효전력 출력과 무효전력 출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RSC 제어 역시 GSC 제어와 마찬가지로 고정자의 자속 vector를 기
준으로 하는 회전 좌표계(dq-reference frame)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벡터제어(vector control)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 계통으로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출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정자 자속 vector에 좌표계의 d축을 align하고(이때, 고정자에서의
전압강하를 매우 작다고 하면, vd⋍0), 이에 따라 계통으로의 유효전
력 및 무효전력 출력을 dq-reference frame에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
다.


        



(2.6)



          



(2.7)

그리고 같은 reference frame에서 유도발전기의 고정자 및 회전자 자
속방정식과 전압방정식은 다음의 식 (2.8), (2.9)와 같이 정의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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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

여기에서 Ls과 Lr은 각각 고정자와 회전자의 self inductance에 해당하
며, Lm은 mutual inductance를, idqs와 idqr은 각각 회전자와 고정자 전
류를 나타낸다. 또한 Rs와 Rr은 각각 고정자와 회전자의 저항에 해
당하며, ωr은 회전자의 회전 속도를, ωslip은 유도발전기의 슬립 속도
를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 고정자 자속 vector에 따라 좌표계의 d축을 align하였으
므로 λqs=0이 되며, σ=1-(Lm2/LsLr)라고 하면 회전자 자속방정식과 고
정자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출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0)

 
      
 

(2.1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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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2.11)과 (2.12)는 고정자 자속 기준의 dq-reference frame에서
유도발전기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출력이 각각 회전자의 q축 및 d
축 전류(idqr)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제어하는 것을 통해 DFIG 풍력
발전기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출력을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식 (2.8)을 이용하여 식 (2.10)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 (2.13)
과 같으며, 여기에서 v΄dqr=Rridqr+σLr(didqr/dt)라고 하면 해당 식은 다
시 아래의 식 (2.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3)

  ′   
 ′       

(2.14)



따라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향보상(feedforward compensation)을 통
해 ωslipσLriqr과 ωslip(Lmims+σLridr)를 제거한다고 가정 시, 전체 RSC의
전류제어 loop과 system은 다음의 그림 2.3과 같이 구성된다[31].

그림 2.3 RSC 전류제어 loop과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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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출력제어(MPPT Control)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출력제어는 터빈 블레이드(turbine blade)의
피치각 제어(pitch angle control)와 회전자 측 컨버터의 q축 전류제어
(q-axis rotor current control)을 통해 이루어진다[10], [31].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에서 피치각 제어는 풍속이 정격이상으로 증
가할 때, 풍력에너지의 기계적 입력(mechanical power acquisition)을
감소하는 것을 통해 풍력발전기의 최대 유효전력 출력을 정격 용량
(rated power)에서 제한하거나 회전자의 회전 속도를 정격 속도(rated
rotor speed)에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RSC의 회전자 전류제어는 주어진 풍속에서 최대 가능출
력(maximum available power)에 해당하는 출력을 내기 위해 DFIG 풍
력발전기의 고정자 출력(stator power output) 또는 회전자 속도를 제
어하는데 사용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정자 자속 vector 기
준 좌표계(stator flux oriented dq-reference frame)에 따라 RSC의 전류
제어기를 구성할 경우 q축 회전자 전류는 유도발전기의 전기적 토
크(electrical torque) 또는 고정자 출력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출력제어 시 RSC는 q축 회전자 전류를 제어하는 것을 통해, 풍력발
전기가 항상 최대출력 특성곡선(maximum power extraction curve) 위
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기의 출력(Pout)에 따라 회전자의 회
전속도(rotating speed)를 조정하거나 회전자 속도에 따라 출력을 조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30].
다음의 그림 2.4는 최대 출력제어를 위한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
기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으로, (a)는 회전자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를, (b)는 고정자 출력제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효전력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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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a)회전자 속도 제어 시 controller 구성

(b)직접 유효전력 출력제어 시 controller 구성
그림 2.4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출력제어 controller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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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SC가 회전자 속도를 제어하는 경
우, 전류제어기의 회전자 속도 reference는 DFIG 풍력발전기의 실제
출력(Pout)을 기준으로 최대출력 특성곡선으로부터 최대 가능출력을
얻기 위한 최적 회전자 속도(optimal rotor speed)에서 결정된다. 따라
서 PI 제어기는 여기에 풍력발전기의 실제 회전자 속도를 feedback
하여 유도발전기의 토크제어를 위한 q축 회전자 전류(iqr) reference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풍속이 정격이상으로 증가하면 RSC의 제어에
따라 회전자 속도가 최대속도(ωr,limit) 내에서 유지되는 경우에도 출
력이 정격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치각 제어는 이를 방지하
기 위해 출력을 feedback하여 DFIG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을 정
격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한편 RSC가 직접적으로 유효전력 출력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DFIG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ωr,meas)를 기준으로 최대출력 특성곡선에
서 출력 reference가 결정되며, PI 제어기는 여기에 실제 풍력발전기
에서 계통으로의 출력을 feedback하여 q축 회전자 전류 reference를
생성한다. 즉, RSC의 q축 회전자 전류제어에 따라 DFIG 풍력발전기
의 출력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며, 피치각 제어는 풍속증가 시 회전자
속도를 최대속도 내에서 제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제어기의 구성은 앞서 회전자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에 비해 정격풍
속 부근에서 출력변동이 적고 빠른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
다.
다음의 그림 2.5는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출력제어를 위한 전체
controller block diagram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서 Qs controller는
일반적으로 유도발전기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
해 고정자 무효전력 출력을 0으로 제어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G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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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C voltage controller와 Qg controller는 각각 DC-link의 전압을 1pu
로, 전체 DFIG 풍력발전기의 역률(power factor)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어하도록 구성된다.

그림 2.5 DFIG 풍력발전의 전체 controller configuration
다음의 그림 2.6은 각각 DFIG 풍력발전기의 (a)Qs controller와 (b)DC
voltage controller, (c)Qg controller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각 제
어기의 전류지령은 계통 측 컨버터와 회전자 측 컨버터 제어기의
전류 reference가 된다.

(a)Qs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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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voltage controller

(c)Qg controller
그림 2.6 DFIG 풍력발전기의 각 제어기 구조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출력
제어는 기본적으로 풍력발전기가 항상 최대출력 특성곡선 위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RSC의 q축 회전자 전류제어를 이용하여 출력 또
는 회전자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DFIG
풍력발전기는 풍속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항상 최대 가능출력에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2.1.3 DFIG 풍력발전기와 상위제어 시스템에 의한 출력제어
앞서 식 (2.11)을 통해 DFIG 풍력발전기의 고정자 유효전력 출력이
고정자 자속 vector 기준 좌표계에서 q축 회전자 전류(iqr)에 의해 결
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q축 회전자 전류를 적절히 제어하
는 것을 통해 DFIG 풍력발전기에서 계통으로의 출력(Pout)을 직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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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제
한 또는 de-loaded operation 시 출력제어를 위한 제어기의 구성은 기
존의 최대 출력제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RSC의 q축 회전자 전류
제어 loop의 출력지령(power reference, Pref)을 목적에 따라 직접적으
로 조정하는 것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DFIG 풍력발전
기의 출력지령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
의 de-loaded control 또는 출력제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3장
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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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FIG 풍력발전기 주파수제어(Frequency Control Scheme)
최근 연구되고 있는 DFIG 풍력발전기의 frequency support control(또
는 frequency response control)은 출력제어 방식에 따라 크게 inertial
response control과 proportional control, Kinetic Energy (KE) discharge
contro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1 Inertial Response Control
먼저 inertial response control은 DFIG 풍력발전기가 주파수 제어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의 ‘동기발전기가 관성을 가지고 계통에 주파수
변화율에 대해 출력을 변화하는 것’과 유사한 주파수-출력특성을 갖
도록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동기발전기는 계통의 주파수와 회전자의 회전속도가 동기화
(synchronize)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시 계통에 주파수 변화가 발생
하면 회전자의 관성에 따라 주파수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주
파수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출력변화를 갖게 된다. 이러한 동기발전
기의 응답특성을 inertial response라고 하며, 계통이 주파수 변화에
대해 관성을 갖도록 하여 주파수가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만
든다. 하지만 DFIG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가변속 풍력발전기는 출력
제어와 계통의 주파수가 분리(decouple)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 변
화가 풍력발전기의 실제 출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DFIG 풍력발전기가 기존의 발전기를 대체하여 계통에 투입되는 경
우 계통의 관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
(frequency response characteristics) 또는 주파수 제어에 좋지 않은 영
향을 줄 수 있다.
Inertial response control은 풍력발전 점유율 증가 시 이와 같이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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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DFIG 풍력발전기가 계통의 주
파수 변화율에 대해 기존의 동기발전기와 동일한 형태의 출력특성
을 갖도록 제어기를 구성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DFIG 풍력
발전기가 계통의 관성 및 주파수 제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2.7은 일반적인 형태의 inertial response control을 위한
제어기 구조를 보여주며[5], 그림 2.8은 실제 DFIG 풍력발전기의 출
력제어에 inertial response control이 적용된 경우(Kpf=20) 실제 주파수
변화대해 출력과 회전자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보여준다.

그림 2.7 DFIG 풍력발전기의 inertial response control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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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파수 변화

- 28 -

315

320

Active power (pu)

0.7

Pavail
Pout

0.6

295

300

305

310

315

320

time (sec)

(b)Inertial response control 시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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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rtial response control 시 회전자 속도 변화
그림 2.8 주파수 변화와 DFIG 풍력발전기의 inertial response control
위의 그림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nertial response control은 주파
수 제어를 위해 예비력(generating margin)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기의 회전자와 터빈 블레이드에 저장된 운동에너지를 사용
하여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파수 제어에 참여 시 회
전자 속도가 감소하게 되며 주파수가 안정화될 때 원래의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 출력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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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roportional Control
Proportional control은 기존 동기발전기의 주파수-droop 제어에 해당
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말하며, 주파수 변화에 비례
하여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조정
하는 것을 통해 계통에 frequency response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proportional control은 기존의 발전기 제어와 마찬가지로 DFIG 풍력
발전기가 예비력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안정적
인 운전을 위해서는 출력제어를 위한 de-loaded control scheme과 연
계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의 그림 2.9은 de-loaded power curve를 이용한 de-loaded control
scheme과 연계하여 proportional control을 구현 시 유효전력 출력제어
기 구성 예를 보여준다[20]. 이때, proportional control의 droop 계수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발전기와 비슷한 5%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DFIG
풍력발전기의 경우 출력제어가 컨버터를 통해 매우 빠르게 이루어
지므로 제어 목적에 따라 droop 계수를 보다 작은 값으로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9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및 proportional control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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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은 실제 DFIG 풍력발전기의 주파수 제어에 proportional
control이 적용된 경우 실제 주파수 변화에 대해 출력이 어떻게 변화
하는 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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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oportional control 시 출력 변화
그림 2.10 주파수 변화와 DFIG 풍력발전기의 proportional control
이밖에도 최근에는 proportional control과 관련하여, 마이크로 그리드
등에서 분산전원의 출력제어에 사용되고 있는 variable droop 제어
기법을 적용하여 풍력발전기가 확보한 예비력의 크기에 따라 droop
계수 정의하고, DFIG 풍력발전기의 주파수 제어에 대한 참여를 조
정하는 방식의 제어방안도 제안되고 있다[18].

- 31 -

2.2.3 Fast Power Reserve Emulation(KE Discharge Control)
Fast power reserve emulation은 앞서 두 가지 frequency support control
과는 달리 기존의 동기발전기의 주파수 제어를 DFIG 풍력발전기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컨버터 제어를 통해 넓은 운전 영역에서 다양
한 출력제어가 가능한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특성을 활용하여, 주
파수 제어가 요구되는 경우 미리 정의된 추가적인 출력을 짧은 시
간동안 계통에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계통에 제공되는 추가
적인 출력은 앞서 inertial control과 마찬가지로 풍력발전기의 예비력
(generating margin)이 아니라 풍력발전기의 운동에너지(KE)에서 제공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KE discharge control이라고도 하며,
이때 사용되는 운동에너지를 특별히 “fast power reserve”라고 한다
[33].
KE discharge control은 계통의 short-term frequency control에 상대적
으로 큰 contribution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추가적인
출력제공을 위한 KE discharging에 따라 회전자 속도가 급격하게 감
소하기 때문에 DFIG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주파
수 제어 시 계통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출력(다음부터 ΔPKE로 사
용)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그림 2.11은 KE discharge control을 적용한 제어기 구성의 한
가지 예를 보여주며[17], 그림 2.12은 KE discharge control 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과 회전자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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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DFIG 풍력발전기의 KE discharge control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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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 discharge control 시 회전자 속도 변화
그림 2.12 주파수 변화와 DFIG 풍력발전기의 KE discharge control
이상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DFIG 풍력발전기의 다양한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각각
의 제어방안은 주파수 제어 참여 시의 transient contribution, 풍력발
전기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풍력발전 단
지의 상위제어 시스템이나 계통 운영자의 출력제어를 고려하여 다
양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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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은 기본적으로
풍력발전 단지가 계통 운영자(system operator)의 출력지령에 따라 운
전하는 것을 가정한다. 또한 풍력발전 단지가 단지 내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실시간 감시 및 제어와 함께 계통 운영자와의 통신을
위한 상위제어 시스템(supervisory control system)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전체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를 위한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active power reference)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결정
된 출력지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
고, 필요 시 확보된 예비력과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를 활용하여
계통에 향상된 frequency support control를 제공하기 위한 운전방안
(control scheme)을 제안한다.

3.1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Control Scheme
3.1.1 상위제어 시스템(Supervisory Control System)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계통 운영자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단지 내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정보(유효 및
무효전력 출력, 단자전압, 풍속, 회전속도 등)와 풍력발전 단지의 운
전 현황과 풍속예측 등을 계통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계통 운영자의
제어 지령에 따라 단지 내 각 풍력발전기를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27].
다음의 그림 3.1 은 본 논문에서 기초하고 있는 풍력발전 단지의 상
위제어 시스템과 계통 운영자, 개별 풍력발전기의 실시간 통신, 제

- 35 -

어 구조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풍력발전 단지 상위제어 시스템의 구조
이에 따라 계통 운영자와 풍력발전 단지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제
어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계통 운영자가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한 또는 de-loaded operation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통신 설비를 통해 해당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
어 시스템에 출력제어 지령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면 풍력발전 단지
의 상위제어 시스템은 이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 개별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operating status)과 풍속예측(wind
forecasting)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가능출력 내에서 개별 DFIG 풍력
발전기의 출력지령(power reference)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각
DFIG 풍력발전기는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결정된 출력지령에 따라
일정하게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 출력제어 운전 또는 de-loaded
operation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풍력발전 단지의 안정적인 출력
제어를 위해서는 상위제어 시스템이 풍속예측을 바탕으로 적절한
출력지령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도
록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36 -

3.1.2 DFIG 풍력발전기의 유효전력 출력제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은 1차적으로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에 따라 DFIG 풍력발전기의 유효전력
출력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FIG 풍력발전기의 유효전력 출력
제어(active power control)는 기본적으로 회전자 측 컨버터의 전류제
어(RSC current control)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정자 자속
기준 좌표계(Stator flux oriented reference frame)에 따라 제어기를 구
성할 경우 q축 회전자 전류는 유도발전기의 전기적 토크 또는 고정
자 출력을 결정하며, 제어목적에 따라 q축 회전자 전류를 적절히 조
정하는 것을 통해 DFIG 풍력발전기의 전체 출력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31].
이에 여기에서는 고정자 출력제어 방식의 최대 출력제어와 동일한
제어기 구성(controller configuration)을 적용하되, 출력지령(Pref)을 최
대 출력곡선에서 회전자 속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
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에 따라 직접 정의하도록 회전자 측 컨버
터의 제어기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 DFIG 풍력발전기의 상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3.2는 DFIG 풍력발전기의 유효전력 출력제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에 사용된 회전자 측
컨버터의 q축 회전자 전류제어기(Ps controller)와 피치각 제어기(pitch
angle controller)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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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의 controller configuration
RSC Control - q축 회전자 전류제어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
에서는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회전자 측 컨버터의 q축 전류제
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풍력발
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이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Pref,wt)을 결정
하여 개별 DFIG 풍력발전기에 제공하면, PI 제어기는 여기에 풍력
발전기의 실제 출력(Pout)을 feedback하여 출력제어에 필요한 q축 회
전자 전류 reference(iqr,ref)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제어 방식은 풍속의 변화에 상관없이 DFIG 풍력발전기의 출
력을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결정된 출력지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
어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실제 풍력발전기의 터빈 블레이드에서
풍력에너지의 기계적 입력(mechanical power acquisition, Pmech)은 주어
진 풍속과 회전자 속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출력제어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
시 실제 유효전력 출력과 기계적 입력에 차이에 따라 회전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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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DFIG 풍력발전기 내부에서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풍력발전
기의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는 다음의 관계식 (3.1)에 따라 변화하
게 된다.

     


(3.1)

여기에서 Jm은 DFIG 풍력발전기의 관성지수(Inertia constant)에 해당
하며, ωr은 회전자 속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회전자 속도의
변화는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을 결정하는 power coefficient(Cp)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기계적 입력보다 큰 경우
에는 회전자 속도의 감소에 따라 power coefficient가 증가하고, 반대
로 출력이 기계적 입력보다 작은 경우에는 회전자 속도가 증가하여
power coefficient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회전자 속도의 변화에 따
라 풍력발전기의 출력과 기계적 입력 사이의 power mismatch가 점차
감소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출력(Pref=Pout, 여기에서는 풍력발전기의
실제 출력과 동일)과 기계적 입력이 같아지게 되면 회전자 속도는
안정화(stabilized)되고 풍력발전기는 해당 operating point에서 운전된
다.
다음의 그림 3.3(a)와 (b)는 일정한 풍속에서 회전자 속도에 대해 풍
력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 풍력발전기
의 출력제어 지령이 변화하여 기계적 입력보다 커지는 경우와 작아
지는 경우에 대해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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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계적 입력보다 출력지령이 큰 경우

(b)기계적 입력보다 출력지령이 작은 경우
그림 3.3 출력특성 곡선과 출력지령 변화 시 operating point 변화
그림 3.3(a)은 DFIG 풍력발전기가 O에서 운전하고 있다가 출력지령
이 Pref,0에서 Pref,new로 변경되는 경우 operating point의 변화를 보여주
며, 이 경우 풍력발전기의 실제 출력 Pout은 Pref,0에서 Pref,new로 즉시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출력제어 직후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입력
Pmech는 실제 출력과는 상관없이 풍속과 회전자 속도에 의해 결정되
기 때문에 Pref,0에서 유지된다. 따라서 출력지령이 변경된 직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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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에 의해 회전자 속도가 ωr,0에서 증가하기 시작하며, 회전자
속도의 변화에 의해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입력 역시 출력특성 곡선
을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회전자 속도의 증가와 기계적 입
력의 감소는 풍력발전기가 새로운 운점점 A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되며, 결과적으로 실제 출력(여기에서는 풍력발전기의 출력 지령과
동일)과 기계적인 입력이 Pref,new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회전자 속도가
ωr,new로 안정화된다.
그림 3.3(b)는 (a)와 반대로 출력지령이 Pref,0에서 Pref,new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여주며, 출력제어 시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가 감소함
에 따라 기계적 입력이 증가하여 operating point가 처음에 O’에서 A’
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풍력발
전기의 기계적 입력이 실제 출력과 같아지는 A’에서 회전자 속도가
안정화되며, 풍력발전기의 실제 출력이 출력지령과 같은 Pref,new로 유
지되게 된다.
피치각 제어(pitch angle control)
이와 같이 회전자 전류제어를 통해 직접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
하는 경우, 피치각 제어는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가 일정 속도 이
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출력제한이
나 de-loaded operation을 가정하면,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은
풍속예측으로 산정된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이는 위의 출력제어 방안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할 경우, 회전자의 속도가 최대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최대
출력곡선에서 최적 회전자 속도로 정의, ωr,opt)보다 크게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기계적 입력이
크게 증가하거나 출력지령이 최대 가능출력보다 많이 감소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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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회전자의 속도가 증가하여 풍력발전기에서 허용하는 최대 회전
자 속도(upper speed limit, ωr,limit)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DFIG 풍력발전기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통에서 분리될 수 있다.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의 과도한 증가와 그로 인한 풍력발전기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피치각 제어는 회전자의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블레이드의 피치각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
기계적 입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DFIG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전 범위를 고려하여 최대 회전자 속
도를 1.2 pu로 제한하였고, 그림 3.2와 같이 이를 측정된 회전자 속
도(ωr,meas)와 비교하여 ωr,meas이 큰 경우 피치각(β)를 조정하여 기계적
입력을 줄일 수 있도록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피치각 제어기
구성은 결과적으로 출력제어 운전 시 풍속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도 회전자 속도를 항상 최대 회전자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풍속이 줄어들거나 출력지령이 증가하는 경우 β는 서서히 감
소하여 최적 피치각(여기에서는 0º)로 돌아가게 된다.
3.1.3 Proposed Controller Modification
상위제어 시스템에서의 출력지령이 정확한 풍속예측에 기반 하여
적절히 결정된다면(즉, 항상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 내에서 결
정된다면), 위의 유효전력 제어방안은 DFIG 풍력발전기가 풍속변화
로 인한 출력변동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de-loaded operation을 수
행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최근 정확도가 크게 증가했다하더
라도 풍속예측은 실제 적용단계에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상위
제어 시스템으로부터의 출력지령이 일정시간 단위(periodically)로 제
공된다고 가정하면, 출력제어 시 풍속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D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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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위와 같이 출력 제어기를 구성 시 풍속이 크게 바뀌는 경우에
도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출력지령을 수정할 때까지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기존의 출력지령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풍속 예측과 실제 풍속 사이에 오차가 있거나 또은 갑작스럽게
풍속이 감소하여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그리고 이에 따른 풍
력발전기의 출력)이 실제 풍속에 대한 최대 가능출력보다 큰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식 (3.1)에 의해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회전자 속도의 감소에도 실제출력
과 기계적 입력이 같아지는 equilibrium point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
에, 지속적으로 회전자 속도와 함께 기계적 입력이 감소하여 결국에
는 풍력발전기의 제어가 불안정하게 된다.

그림 3.4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 및 출력 변화
위의 그림 3.4는 이와 같이 풍속의 변화에 따라 최대 가능출력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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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지령보다 작아지는 경우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 및 출력의 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앞서와 같이 제어기를 구성 시 최대 가능출력
이 출력지령보다 작아진 후에도 일정시간 동안 출력이 출력지령에
따라 유지되지만, power mismatch에 의해 회전자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결국 풍력발전기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이 최대 가능출력보다 커지
는 경우 풍력발전기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전
자 속도의 지속적인 감소 시에 출력지령(여기에서는 실제 출력과 동
일)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에서는 이를 위해 출력제어 시 풍
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대출력 특성
곡선(maximum power extraction curve)에서 최대 가능출력을 산정하
고 이에 따라 출력지령의 크기를 제한하도록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그림 3.5 Proposed controller modification - 회전자 측 q축 제어 loop
위의 그림 3.5에서 상위제어 시스템에서의 출력지령(Pref,wt)과 회전자
속도에 대한 최대출력(Pref,max)를 비교하여 실제 출력지령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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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 그것으로, 여기에서는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출력지령이
내려오면 먼저 이를 식 (3.2)에서 정의하는 Pref,max와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을 유효전력 출력 제어기, 즉 q축 회전자 전류제어 loop의
출력지령(Pref)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max     ∙


(3.2)

여기에서 ωr,meas는 회전자 속도의 측정값에 해당하며, kopt는 DFIG 풍
력발전기의 maximum power extraction coefficient로서 풍력발전기의
Cp특성에 따라 회전자 속도에 대한 최대 가능출력(기계적 입력 측
면)을 정의한다[10].
이와 같이 제어기를 구성할 경우,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가 풍력
발전기의 최대출력곡선에서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Pref,wt)에 대
응하는 최적 회전자 속도(ωr,opt, optimal rotor speed)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Pref.max가 Pref,wt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후 회전자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Pref.max가 q축 회전자 전류제어 loop의 실제 출력지령이 된
다. 이는 출력과 기계적 입력 사이의 power mismatch에 의해 지속적
인 회전자 속도 감소가 있는 경우, 일정 시간 후에 풍력발전기의 출
력지령(Pref)이 회전자 속도와 함께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정해진 풍속에서 최대 가능출력보다 큰 출력지령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실제 풍력발전기의 출력(Pout)이 회전자 속도와 함께 감소
하기 때문에, 기계적 입력과 출력이 같아지는 operating point에서 회
전자 속도와 출력이 안정화된다.
다음의 그림 3.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에
따라 제어기를 구성 시, 최대 가능출력이 출력지령보다 작아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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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대해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 및 출력변화를 개념적으로 나
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가 일정이하로
감소 시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과는 상관없이 실제 출력이 함
께 감소하는 것과, 결국 풍력발전기의 출력과 회전자 속도가 주어진
풍속에 대한 최대 가능출력과 최적 회전자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제
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6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 및 출력 변화(proposed)
다음의 그림 3.7은 출력제어 시 DFIG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3.7(a)는 먼저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최
대 가능출력보다 큰 새로운 출력지령(Pref,new)이 제공되는 경우 DFIG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의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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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력지령이 최대 가능출력보다 큰 경우 operating point의 변화

(b) 풍속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 operating point의 변화
그림 3.7 출력제어 시 DFIG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 변화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력지령의 변화 시 풍력발전기의
출력(Pout=Pref,0)은 새로운 출력지령(Pref,new)로 즉시 증가하며, 이에 따
라 operating point가 O에서 A로 즉각적으로 변화하게 된다(여기에서
는 Pref,wt<Pref,max이므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상위제어 시스템
의 출력지령, Pref,wt에 따라 제어). 그리고 해당 출력을 일정시간 동안
유지하게 되는데, 이 때 풍력발전기의 출력과 기계적 입력의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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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match 때문에 회전자 속도는 출력지령의 변화 직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후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는 A에서 B로
움직이게 되며, 회전자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대출력곡선
위(B)에 도달한 후에는 Pref,max가 Pref,wt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 제
어기의 입력이 Pref,max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회전자 속도와
출력지령(또는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최대출력곡선 위에서 함께 감
소하기 시작하며, Pmech와 Pref,max가 같아지는 시점(equilibrium point,
C)에서 회전자 속도가 안정화된다.
이 이후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은 기존의 최대 출력제어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B 이후에서는 항상 Pref,wt가 Pref,max보다 큰 값
을 갖기 때문에 Pout(또는 Pref)이 회전자 속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operating point가 식 (3.2)에서 정의되는 최대출력곡선 위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제어기의 출력지령(Pref,wt)과는 상관
없이,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결과적으로 주어진 풍속에서 최대
가능출력에 매우 가깝게 제어된다.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이후 풍속이 증가하여 최대 가능출력이 상위
제어기의 출력지령(Pref,wt)보다 다시 커지게 되면 다시 기존의 출력제
어 값(Pref,new)으로 회복된다. 이 때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는 그
림 3.4(b)에서와 같이 O΄A΄B΄로 변화하게 된다. 먼저 풍속 증가에 따
라 Pmech가 풍력발전기의 출력보다 커지면 식 (3.1)에 의해 회전자 속
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제안하는 제어기구성(proposed controller
configuration)에서 Pref,max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회전자 전류제
어 loop의 출력지령(Pref)이 회전자 속도와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며,
풍력발전기가 A΄(Pref,wt=Pref,max)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출력곡선을 따
라서 operating point가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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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부터는 회전자 속도의 증가에 따라 Pref,wt가 Pref,max보다 작
아지기 때문에 실제 q축 회전자 전류제어 loop의 출력지령이 Pref,wt로
고정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풍력발전기의 출력, Pout은 상위제어 시스
템의 출력지령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며 회전자 속도만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는 다시 B'로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풍력발전기는 Pout이 Pmech가 같아지는 시점에서 안
정화 된다.
풍속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최대 가능출력이 Pref,wt보다 작아지
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가 B΄A΄O΄으
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정화된 이후에
는 최대 출력제어와 동일한 형태로 운전을 하게 된다.
이상에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control scheme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1. Back-to-back converter가 직접 출력제어를 하는 것을 통해 풍속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출력변동 없이 일정한 값으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 이는 풍속예측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경우 풍력발전기를 기존의 발전기와 비
슷하게 급전(dispatch)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후 다양한 형태
의 주파수 제어 적용할 수 있게 한다.
2.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에 오차가 있거나, 풍속의 급격한 변
화에도 DFIG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
법은 회전자 속도가 감소하면 실제 active power control loop의 PI 제
어기 출력지령이 실제 최대 가능출력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 가
능출력보다 큰 출력지령(Pref,wt>Pavail)으로 인해 풍력발전기가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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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추가적인 control loop의 구성이나 제어 모드의 전환이 없이도, 최
대 출력제어에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여 운전하는 것
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에서는 이와 같이 최
대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을 풍
력발전기의 정격출력(rated limit)으로 설정하는 것을 통해 최대 출력
제어 상태에서 DFIG 풍력발전기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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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FIG 풍력발전기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은 앞서 설명한 장점
외에도,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가 최대 출력제어에서 정의되는 최
적 회전자 속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DFIG 풍력발전기의 터빈 블레
이드(turbine blade)와 회전자(rotor)의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 KE)
가 크게 증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De-loaded operation을 통해 확보된 예비력(generating margin)은 일반
적으로 계통의 long-term frequency control에 사용될 수 있으며, DFIG
풍력발전기의 주파수 제어 참여를 위해 proportion control(또는 주파
수-droop 제어)와 같은 주파수 제어방안이 적용된다[12, 18, 20]. 이에
반해, 풍력발전기의 운동에너지는 계통의 short-term frequency control
에 “fast power reserve”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5, 34]. 이를 위
해 DFIG 풍력발전기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이 inertial response control과 KE discharge control로써, 특히
KE discharge control은 DFIG 풍력발전기의 큰 관성(inertia)과 컨버터
의 빠른 출력제어 특성을 활용하여 계통의 주파수에 문제가 발생
시 빠르고 강력한 contribution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E discharge control이 외부에 제어
가능한 prime mover가 없는 풍력발전기에 적용되는 경우, 계통에 제
공되는 transient contribution을 적절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주파수 제어 참여 시 지속적으로 큰 contribution을 제
공하기 위한 과도한 KE discharge는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를 크
게 감소시키고, 심한 경우 이로 인해 풍력발전기가 불안정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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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앞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control scheme와 연계하여, 출력제어 시 증가하는 운동에
너지를 계통의 short-term frequency control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제안한다.
3.2.1 De-loaded Operation 시 증가하는 KE(Kinetic Energy)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은 RSC의 q축 회전자 전류제어를
통해 직접 풍력발전기의 출력(Pout)을 제어하기 때문에 피치 제어기
는 최대 회전자 속도 내에서 회전자 속도를 제한하는 역할만을 수
행한다. 따라서 출력제어 시 회전자 속도가 정해진 풍속에 대한 최
적 회전자 속도(ωr,opt, optimal rotor speed)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증가한 회전자 속도는 DFIG 풍력발전기의 운동에너지를 크게
증가시켜, DFIG 풍력발전기가 출력제어로 인한 예비력 외에도 주파
수 제어에 활용 가능한 추가적인 energy reserve를 확보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De-loaded operation 시 증가하는 회전자 속도를 ωDL로 정의할 때, 이
로 인한 KE의 증가는 다음의 식 (3.3)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제안
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서는 이를 KE reserve라고 정의
한다.




     


(3.3)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DFIG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 범위는 일반
적으로 0.7pu ~ 1.2pu 사이에서 정의된다. 따라서 de-loaded operation
시 실제로 증가하는 회전자 속도는 최대 0.5pu 정도가 되지만, D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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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가 정격출력 부근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0.1pu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가 기존의 동기발전기
에 비교할 때도 비교적 큰 관성 모멘트(Jm, moment of inertia)를 갖
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회전자 속도와 함께 증가하는 KE는 예비력
으로서 충분히 큰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2MW DFIG 발전기의 관
성지수(inertia constant)를 5.7267라고 가정할 때, 회전자 속도가 1.0pu
에서 1.2pu로 0.2pu가 증가하는 경우 출력제어 시 KE의 증가량은 해
당 풍력발전기가 1.2598초 동안 외부의 입력 없이 정격출력으로 발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따라서 de-loaded operation 시 확보할
수 있는 KE reserve를 short-term frequency regulation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큰 계통의 주파수 제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3.2.2 Proposed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
다음의 그림 3.8은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개념
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3.8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적용 시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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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상 운전 상태(normal operation mode)에서 DFIG 풍력발전기는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Pref,wt)에 따라 일정한 예비력(Preserve)을
확보하고 출력제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며, 계통에 disturbance가 발
생하여 심각한 수준의 주파수 감소(severe frequency drop)가 확인되
는 경우 trigger signal에 의해 KE discharge mode로 출력제어를 전환
한다. KE discharge mode에서는 주파수 제어 참여를 위해 DFIG 풍
력발전기의 출력제어 지령이 즉각적으로 ΔPKE(power increment)만큼
증가하게 되며, 미리 정해진 시간(support time, Tsupport) 동안 해당 출
력지령을 유지한다. 따라서 해당 운전 모드에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Pout)은 즉시 ΔPKE만큼 증가하게 되며, KE discharge로 인해 회
전자의 속도가 다음의 식 (3.4)에 따라 감속하기 시작한다.

        


(3.4)

증가한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일정시간 동안은 유지되지만, 회
전자 속도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일정시간 후에는 함께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제안하는 controller configuration에서 실제 q축 회전
자 전류제어 loop의 출력지령(Pref)가 식 (3.2)에서 정의하는 최대출력
곡선에 따라 회전자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가 Pref,KE(=Pref,wt+ΔPKE)에 해당하는 최적 회
전자 속도(ωr,opt)보다 작아지게 되면, Pout이 회전자 속도와 함께 빠르
게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KE discharge는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주어진 풍속에 대
한 최대 가능출력까지 감소하면 끝나게 되며, 정해진 supporting time
동안 해당 출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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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지령(Pref)은 풍력발전기가 정상상태로 돌아가면 기존의 값(Pref,wt)
으로 회복된다. 결국 frequency support control 시 DFIG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의 변화는 그림 3.4(a)의 풍속이 감소한 경우와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되며, KE discharge가 끝날 때까지 최대 출력제어를 유
지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 3.9는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을 위해 수정된
q축 회전자 전류제어 loop(Ps controller)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ΔPKE
는 풍력발전기의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결정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KE discharge 모드로의 전환(Pref,wt를 ΔPKE
만큼 증가)을 위한 trigger signal은 계통의 주파수 변화에 따라 개별
풍력발전기의 제어기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3.9 수정된 q축 회전자 전류제어 loop

ΔPKE(Power increment)와 TD(discharge time)의 관계식
KE discharge control을 이용한 frequency support control은 주파수 제
어에 과도한 KE를 사용하는 경우 회전자 속도의 감소로 인해 풍력
발전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적절한 transient contribution을 정의하
는 것이 어렵다. 또한 주파수 제어 참여 이후에 안정해진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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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회전자 속도가 너무 많이 감소하는 경우 출력과 회전자 속도
등 operating point를 사고 이전의 값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recovery phase 동안의 출력감소로 인해
계통의 주파수 회복이 느려지고 심한 경우에는 2차적인 주파수 감
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 때문에 기존의 제어
방안에서 KE discharge control은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에 따라 사
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은 풍력발전기의 정격출
력 안에서 임의로 ΔPKE를 결정해도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히려 ΔPKE를 크게 설정하는 것을 통해 주파수 제
어가 필요한 사고 초반에 보다 집중된 contribution을 제공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의 제어기가 회전
자 속도에 따라 출력지령을 감소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KE reserve를 소모한 후에는 DFIG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
가 최대 출력제어 시와 동일하게 결정되므로, 기존의 KE discharge
control과는 달리 주파수 제어가 끝난 후 recovery phase 없이 최대
출력으로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
통의 주파수 제어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ΔPKE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ΔPKE가 작게 설정되면 주파수 제어 시 충분한 contribution
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크게 설정되는 경우 KE discharge
가 빠르게 끝나게 되어 풍력발전 출력의 급격한 감소가 계통의 주
파수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해진 KE reserve에 대
해 ΔPKE가 DFIG 풍력발전기의 discharging time(TD)를 결정하게 되므
로, 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적절한 frequency support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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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ΔPKE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TD 동안 ΔPKE로 유지된다고 할 때, 그
동안 사용되는 운동에너지는 다음의 식 (3.5)에 따라 계산할 수 있
다.


        


(3.5)

여기에서 ωDL는 KE discharge 직전의 de-loaded operation으로 증가한
회전자 속도를 나타내며, ωTD는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최대출력곡선
을 따라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회전자 속도를 가리킨다.
또한 TD 이후부터 DFIG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는 최대출력곡
선 위에서 정의되어야 하므로 t=TD+에서 출력과 회전자 속도 사이
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6)

식 (3.5)와 (3.6)를 정리하면, KE discharge mode에서 출력이 증가한
상태로 유지되는 discharging time(TD)은 다음의 식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3.7)



따라서 이를 이용할 경우 상위제어 시스템은 필요한 시간 동안 추
가적인 출력이 계통의 주파수 제어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풍력
발전기의 ΔPKE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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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 signal의 생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은 DFIG 풍력발전기
가 지속적으로 주파수 제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의 탈락
이나 사고 등에 의해 심각한 주파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통의 주
파수 제어에 안정적으로 빠르고 강력한 contribution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trigger module에 의해 계통에 심각한 주파수 감소
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KE discharge mode로 운전을 전환하고, 미리
정의된 추가적인 power injection(ΔPKE)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이 적절히 동작하기 위해서는 주파
수 문제가 발생 시, 사고 초기에 해당 주파수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하고 KE discharge control을 수행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과 DFIG 풍력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계통의 주파수 변화와 변화율을 확인하는 것
을 가정하고, 정상적인 운전 조건에서의 주파수 변화보다 큰 주파수
감소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KE discharge로의 전환을 위한
trigger signal을 앞서 제안하는 제어기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3.10은 이를 위해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
적용된 frequency detection and triggering scheme을 개념적으로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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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제안하는 Frequency detection and triggering scheme
위의 그림에서 event detector는 계통의 주파수 변화와 주파수 변화율
(ROCOF, Rate of Change of Frequency)을 측정하고, 이를 미리 정의
된 기준 값(predefined threshold)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KE discharge
mode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trigger signal을 생성한
다.
일반적으로 사고에 의해 계통의 주파수가 감소하는 경우, 해당 사고
가 회복될 때까지 실제 사고의 정도 또는 주파수 문제의 심각성
(severity)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
로 심각하지 않은 주파수 감소 문제 발생 시(trivial frequency event)
에도, DFIG 풍력발전기가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참여하기 위해 미
리 정의된 ΔPKE(일반적으로 심각한 주파수 감소를 고려하여 큰 값을
갖는)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할 경우 오히려 풍력발전기
의 frequency support control 때문에 다른 주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over response).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계
통의 주파수 변화율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어 event detector가 trigger
signal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DFIG 풍력발전기가 보다 빠르
고 주파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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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초기에 계통의 주파수 변화율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식 (3.8)에
의해 결정된다[32].




 ∙


(3.8)

여기에서 ΔPloss는 사고 시 계통에서 부족해진 유효전력을 나타내며,
Hsys는 전체 계통의 등가 관성(equivalent inertia), fn은 계통의 기준 주
파수(nominal frequency), 그리고 fsys는 측정된 계통 주파수를 의미한
다. 위의 식은 계통의 등가 관성을 알고 있는 경우 주파수 변화율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사고 시 계통에서 부족해진 유효전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계통에 주파수 문제가 발생 시 주
파수의 변화율이 해당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
서는 심각한 주파수 감소 시 주파수 변화율을 계통의 동적 응답 특
성 해석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측정된 주파수 변화율
이 일정 시간동안 이보다 커지는 경우 event detector가 KE discharge
mode로의 전환을 위한 trigger signal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와 함께, 변화율이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계통의 주파수가 감소하여
일정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trigger signal을 제공하도록 하였
다.
이상에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KE discharge control을 기반으로 하여, 계통에 주파수 문제가 있
는 경우 계통의 short-term frequency control에 강력한 contribution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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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제안한 De-loaded control scheme과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을
통해, 초기에 강력한 contribution을 제공하면서 DFIG 풍력발전기가
과도한 KE discharge로 인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기존의 KE discharge control과는 달리 회전자 속도, 출력 등 DFIG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를 사고 이전과 동일하게 회복하기 위한
recovery phase가 필요 없으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주파수 swing 역
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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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체 제어기의 구성(Overall Controller Configuration)
다음의 그림 3.11은 제안하는 제어방안에 대한 DFIG 풍력발전기의
전체 controller block diagram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앞서 설
명한 최대 출력제어와 거의 동일한 제어기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1 Block diagram of proposed control scheme
여기에서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및 frequency support control을
적용할 경우, 피치각 제어기(pitch angle controller)와 Ps controller, 상
위제어 시스템은 다음의 그림 3.12와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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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Ps controller와 Pitch controller, 상위제어 시스템의 구성
이 밖에 Qs controller는 고정자 무효전력을 0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DC voltage controller와 Qg controller는 각각 DC-link의 전압을
1pu로, 전체 DFIG 풍력발전기의 역률(power factor)을 정해진 값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상에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은 풍력발전 단지의
운전조건과 계통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의 방식으로
출력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1. 최대 출력제어: 특별한 출력제어가 요구되는 않는 경우 상위제어
시스템은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Pref,wt)을 해당 풍력발전
기의 정격출력(rated power)으로 설정하는 것을 통해, 기존의 최대 출
력제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제어를 수행한다.
2. De-loaded control: 계통 운영자의 출력제어 요구가 있는 경우 상
위제어 시스템은 최대 가능출력 내에서 개별 풍력발전기의 출력지
령(de-loaded power reference)을 결정하며, 각 DFIG 풍력발전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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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 de-loaded operation을 수행한다.
de-loaded operation 시 풍속이 크게 변화하거나 출력지령에 오차가
있어서 회전자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DFIG 풍력발
전기가 최대 출력제어로 자동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운전을 유
지하며, 풍속이 다시 증가하여 최대 가능출력이 출력지령보다 높아
지게 되면 de-loaded operation으로 다시 전환된다.
3. Frequency support control: 계통에 심각한 주파수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DFIG 풍력발전기를 KE discharge mode로 전환하고, KE reserve
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출력(ΔPKE)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계통의 주
파수 제어(short-term frequency regulation)에 참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frequency support control과 de-loaded control scheme을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을 통해, 사고 시 주파수 제어에 빠르고 강력
한 contribution을 제공하면서도 풍력발전기가 과도한 회전자 속도 감
소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은 위와 같이 단독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proportional control 이나 inertial control과 함께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와 같이 구성 시 DFIG 풍력발전기가 기존의 동기발전
기와 동일한 frequency response를 갖는 동시에 심각한 주파수 사고
시 KE reserve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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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 검증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이 유효하게 동
작하는 확인하기 위하여, 2MW DFIG 풍력발전기가 포함된 모의 계
통을 PSCAD/EMTDC 상에서 모델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를 진행하였다
3.4.1 모의 계통의 구성과 시나리오
제안하는 제어방안의 모의를 위해 2MW DFIG 풍력발전기가 변압기
(3MVA, 0.69/13.8kV)를 통해 13.8kV 계통에 연계되는 것을 가정하여
모의 계통을 구성하였다. 이때 DFIG 풍력발전기의 유효전력 출력은
모두 계통으로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무효전력은 전압제어 없이 연
계 점에서 0pu로 제어하는 것을 통해 풍력발전기가 항상 역률 1에
서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림 3.13 모의 계통의 구성
위의 그림 3.13는 2MW DFIG 풍력발전기와 main grid로 구성된 모
의 계통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모의 계통에서 main grid 부분은 모
의 시간 단축을 위해 송전선로(transmission line)과 무한모선(in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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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을 등가저항(Thevenin impedance)과 이상전원(ideal source)으로 축
약하여 구성하였으며, PSCAD/EMTDC에서 DFIG 풍력발전기를 포함
한 전체 계통을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에 사용된 DFIG 풍력발전기
의 세부 parameter는 APPENDIX A에 첨부하였다.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에 대한 모의는 다음의 네 가지 case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Case 1: 변화하는 풍속에서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에 따라 최
대 출력제어와 de-loaded operation으로 운전모드가 변화하는 경우를
모의하였다.
Case 2: de-loaded operation 시 출력지령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Case 3: de-loaded operation 시 출력지령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풍속
변동에 따른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 변화를 모의하였다.
Case 4: 주파수 사고를 가정하여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이 normal
operation mode에서 frequency support mode로 전환되는 경우를 모의
하였다.
다음의 그림 3.14은 모의에 적용된 풍속을 나타내며, 빠르게 변화하
는 풍속에서도 DFIG 풍력발전기가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도록 7.5m/s에서 10m/s까지 변화를 주었다. 또한 모의 초기
에 DFIG 풍력발전기는 평균 9m/s의 풍속에서 최대 출력제어 운전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여기에서는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가 안정화
되는 200초 이후부터의 모의 결과를 보여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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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모의에 적용된 풍속 변화
3.4.2 Case 1 모의 결과
다음의 그림 3.15는 풍력발전기가 최대 출력제어로 운전하다가 상위
제어시스템으로부터 출력제어 요구가 있는 경우, 각각 (a)DFIG 풍력
발전기의 출력(Pref)과 출력지령(Pref,wt), 풍속에 따른 최대 가능출력
(Pavail), (b)회전자 속도, 그리고 (c)피치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
준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상위제어 시스템이 출력지령을 모의 초
기에는 풍력발전기의 정격출력에 해당하는 1.0pu로 주도록 하였으
며, 610초에서 850초까지는 610초의 실제 출력을 새로운 출력지령으
로 설정하였다. 또한 급격한 출력변동으로 인한 주파수 변화를 방지
하기 위해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출력지령의 변화율을 0.1pu/sec으로
제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15 (a)에서는 먼저 제안하는 제어방안에서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Pref,wt)이 정격출력으로 주어지는 경우, DFIG 풍력발전기가
최대 출력제어로 운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ref,max가 Pref,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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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항상 작기 때문으로 이 경우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상위
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이 아니라 최대 가능출력 부근에서 결정된
다. 또한 610초부터는 출력지령(Pref,wt)이 해당시점에서의 출력으로
변경되면서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출력지령에 따라 0.49pu로 일정하
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800초에서는 출력지령이 다시
정격출력으로 변경되면서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모의 초기와 마찬가
지로 최대 가능출력에 부근에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5 (b)는 이와 같이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가 최대 출
력제어에서 de-loaded operation으로, 그리고 다시 최대 출력제어로
변화할 때 회전자 속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회전자 속도
가 풍속변화와 출력지령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지만 허
용범위(0.7pu~1.2pu)내에서 적절히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de-loaded operation이 시작되는 610초에서 800초 사이에는 출력
제어로 인해 회전자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피치각 제어에 따라
최대속도(ωr,limit)에서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피치각
이 변화는 아래의 그림 3.15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한 회전자 속도는 de-loaded operation이 끝나는 800초
에서는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최대 가능출력까지 증가함에 따라 다
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적 회전자 속도에 도달하게 되며, 이에 따
라 피치각 역시 최적제어 값인 0º으로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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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피치각의 변화
그림 3.15 Case 1: DFIG 풍력발전기의 dyna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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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Case 2 모의 결과
다음의 그림 3.16는 de-loaded operation 중 풍속의 변화를 고려하여
상위제어시스템에서의 출력제어 지령이 변화하는 경우, (a)DFIG 풍
력발전기의 출력(Pref)과 출력지령(Pref,wt), 풍속에 따른 최대 가능출력
(Pavail), (b)회전자 속도 및 최적속도, 그리고 (c)피치각의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이때 상위제어 시스템은 풍속예측 및 측정을 통해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풍력발
전기가 0.05pu에 상당하는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력지령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그림 3.16 (a)에서는 출력지령이 각각 420초와 630초, 820초에
서 변화할 때 이에 따라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빠르게 제어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00초 부근과 같이 출력지령의 변화가 실제
최대 가능출력(풍속)의 변화보다 느린 경우에도 상위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을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3.16의 (b), (c)는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 및 출력이
변화할 때 회전자 속도와 피치각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풍
력발전기의 출력지령 및 출력의 변화에 따라 회전자 속도가 허용범
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전자 속
도가 1.2p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치각 제어가 동작하여 회전자 속
도를 허용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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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피치각의 변화
그림 3.16 Case 2: DFIG 풍력발전기의 dyna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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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Case 3 모의 결과
Case 3에서는 풍속예측에 오차가 있거나 풍속이 크게 변화해서 상위
제어 시스템의 출력지령보다 최대 가능출력이 낮아지는 경우, 제안
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출력지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모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의 그림 3.17은 풍속의 변동에 따른 (a)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
(Pref)과 출력지령(Pref,wt), 풍속에 따른 최대 가능출력(Pavail), (b)회전자
속도, 그리고 (c)피치각의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빠른 모의를 위해
모의 초기부터 DFIG 풍력발전기가 de-loaded operation에서 동작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먼저 그림 3.17 (a)는 DFIG 풍력발전기의 active power control loop에
실제 적용되는 출력지령(Pref)과 최대 가능출력의 변화를 보여주며,
400초에서 풍속이 크게 감소하여 출력지령보다 최대 가능출력이 작
아지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DFIG 풍력발전기는 최대 출력제어 시와 동일하게 최대 가능출력 부
근에서 운전되며, 풍속이 증가하여 최대 가능출력이 출력지령보다
커지게 되면 다시 출력이 원래대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7 (b)에서는 풍속의 급격한 변화에서도 회전자 속도가 허용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가능
출력이 Pref,wt 이하로 감소하는 400초에서는 회전자 속도가 최적 회
전자 속도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풍속이 크게 증가
하는 600초 이후에는 회전자 속도를 허용범위 내에서 제한하기 위
해 그림 3.17 (c)와 같이 피치각 제어를 수행하여 풍력에너지의 기계
적 입력(mechanical power acquisition)을 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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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피치각의 변화
그림 3.17 Case 3: DFIG 풍력발전기의 dyna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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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모의 결과는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이 풍속이 크
게 감소하거나 출력지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도 DFIG 풍력발
전기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4.5 Case 4 모의 결과
다음의 그림 3.18는 일정한 풍속(10m/s)에서 10%의 예비력을 확보하
고 운전 중인 DFIG 풍력발전기가 KE discharge mode로 전환되는 경
우 (a)출력(Pout=Pref,KE)의 변화와 (b)회전자 속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모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300초에 심각한 주파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0.1초의 시간지연 후 KE discharge
mode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DFIG 풍력발전기가 frequency support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ΔPKE는 풍력발전기의 운전 조건을 고려하
여 3초의 discharging time(TD) 갖도록 설정되었다.
먼저 그림 3.18 (a)에서는 모의 초기에 DFIG 풍력발전기가 최대 가
능출력(0.625pu)에서 10% 감소된 0.5625pu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300.1초에 KE discharge mode로 전환되면서 출력이 미
리 정의된 ΔPKE(식 (3.7)을 이용하여 약 3초간의 discharging time을
갖도록 0.25pu로 설정)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초 후 회전자 속도의 감소에 따라 급격하게 출력이 감소하여
최대 가능출력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8 (b)에서는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가 de-loaded operation
시에는 최대 회전자 속도까지 증가했다가, frequency support control
시 KE discharge에 따라 해당 풍속에서의 최적 회전자 속도(ωr,opt,
optimal rotor speed)인 1.0pu까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모의 결과에서는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이

- 74 -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과 KE reserve를 소모 후 DFIG 풍력발전기가
안정적으로 최대 출력제어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출력(Pout=Pref,KE)과 최대 가능출력(Pavail)의 변화

(b)회전자 속도의 변화
그림 3.18 Case 4: DFIG 풍력발전기의 dyna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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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풍력발전단지의 출력제어전략
4.1 제안하는 제어방안과 Kinetic Energy Reserve
Frequency support capability와 KE reserve
KE discharge control 기반의 frequency support control은 DFIG 풍력발
전기의 회전자와 터빈 블레이드(turbine blade)에 저장된 운동에너지
를 활용하여 계통에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파수 제어방안의 “frequency support capability”는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기의 관성지수(inertial constant, Jm)와 저장된 운동에너지의 크기
에 따라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 역시 기존의
KE discharge control을 기반으로 하며 주파수 제어에 사용하는 에너
지를 KE reserve로 제한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frequency support
capability가 de-loaded operation 시 확보되는 KE reserve의 크기에 크
게 의존하게 된다. 즉, 출력제어 시 보다 많은 KE reserve를 확보할
수록 주파수 제어 참여 시 계통에 보다 큰 contribution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그림 4.1은 de-loaded operation에 따라 확보되는 KE reserve를
다른 경우 동일한 ΔPKE의 적용 시 discharging time(TD)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모의한 것으로, KE reserve가 증가할수록 TD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discharging time의 증가는 다른 발전기
가 주파수 제어를 위해 출력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부
족한 유효전력을 더 오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계통의 주파수 제
어를 개선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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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m/s 풍속, 0.04pu de-loading, ΔPKE=0.2pu,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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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5m/s 풍속, 0.04pu de-loading, ΔPKE=0.2pu,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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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m/s 풍속, 0.04pu de-loading, ΔPKE=0.2pu, 출력변화
그림 4.1 KE reserve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제어 시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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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에는 3장의 모의 계통과 풍력발전기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각각
10m/s, 10.5m/s, 11m/s의 풍속이 적용되었을 때 0.04pu의 출력제한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보되는 KE reserve는 각각 2.318MWs,
1.931MWs, 1.316MWs가 된다.
De-loaded operation과 KE reserve
동일한 출력제한(de-loading)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de-loaded operation
시 확보되는 KE reserve는 각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operating
condition)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식 (3.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KE
reserve는 정해진 풍속에서의 최적 회전자 속도(optimal rotor speed,
ωr,opt)와 de-loaded control 시 증가한 회전자 속도(ωDL)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ωDL가 클수록, 또는 ωr,opt가 작을수록 de-loaded
operation을 통해 확보되는 KE reserve가 증가하며, ωr,opt가 주어진 풍
속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KE reserve는 ωDL
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다음의 그림 4.2는 풍속에 따라 최적 회전자 속도가 0.7pu에서 정격
속도까지 변화할 때, 각 출력제한(1%, 5%, 10% de-loading) 시 확보
되는 KE reserve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
조건과 출력제한의 크기에 따라 확보되는 KE reserve가 크게 변화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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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운전조건에 따른 KE reserve의 변화
이상에서의 논의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
방안을 적용할 때, frequency support capability가 출력제어에 의해 확
보되는 KE reserve의 크기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풍속과 출력,
회전자 속도 등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과 출력제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Generation Control)
본 논문에서는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의 출
력을 제어하기 위해,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이 각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출력지령(de-loaded power
reference)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a)풍속예측이나 개별 DFIG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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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운전조건으로부터 최대 가능출력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출력을 감소하거나, b)최대 가능출력에서 동일한 용
량을 감소하거나 또는 c)출력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가 논의될 때, 해당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얼마나 정확히 제어하는지
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풍속과 최대 가능출력 외의 개별 풍력발전기
의 운전조건이나 제약조건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안하는 제어방안의 frequency support capability가 de-loaded
control을 통해 확보되는 KE reserve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풍력
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각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 시 KE reserve 측면에서 최적화하는 것을 통해 계통
의 주파수 제어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출력제어 시 풍력발전 단지 단위에서 각 DFIG 풍력발전기들의 KE
reserve 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대
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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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E Optimization Strategy
4.2.1 Optimization Problem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제안하는 예비력 제어방안에 따라 운전 시, 개별 DFIG 풍력발전기
에서 확보되는 KE reserve는 식 (3.3)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풍력
발전 단지가 서로 다른 풍속에서 운전 중인 N개의 풍력발전기로 구
성되었다고 가정하면, 풍력발전 단지의 전체 KE reserve는 다음의
식 (4.1)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4.1)

여기에서 Jm,i와 ωDL,i, ωopt,i는 풍력발전 단지에서 각각 i번째 풍력발
전기의 관성지수와 de-loaded control에 따라 증가하는 회전자 속도
(de-loaded rotor speed), 그리고 주어진 풍속에서의 최적 회전자 속도
(optimal rotor speed)에 해당한다.
KE optimization strategy의 목적은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를 위해
상위제어 시스템이 개별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해야 할 때, 위의 식 (4.1)로 정의되는 KE reserve를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풍속에 의해 결정되는 최적 회전자 속도(ω
opt,i)를

상수라고

하면,

optimization

problem의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는 다음의 식 (4.2)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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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약조건(Constraints)
풍력발전 단지가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Pref,wf)에 따라 운전할 때,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Pref,i)와 출력제어 시 de-loaded rotor speed(ωDL,i)는 다
음의 제약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 제약조건


 



 



(4.3)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에 따라 운전 시 DFIG 풍력발전기
의 출력은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여 회전자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de-loaded power reference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개별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의 총합은 전체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지령과 같아야 한다.
(b)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 제약조건

min ≤  ≤ 

(4.4)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Pavail,i)은 주어진 풍속에 따
라 결정되며, 최소출력(Pmin,i)은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 운전 가능 풍속에서의 출력으로 정의한다.
(c) 회전자 속도 제약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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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de-loaded operation 시 증가하는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는 항상
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최적
회전자 속도(ωopt,i)는 Pavail,i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풍속에 따라 결정되
는 값이며, 최대 회전자 속도(ωr,limit)는 모든 풍력발전기에서 동일하
게 피치각 제어 기준 값으로 설정된다.
출력지령과 회전자 속도의 관계
이상에서 정의한 optimization problem을 만족하는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
제어 시 de-loaded power reference(Pref)와 de-loaded rotor speed(ωDL)에
대한 관계식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DFIG 풍력발전기의 회
전자 속도 및 피치각에 대해 출력특성을 정의하는 Cp characteristic
equation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p characteristic equation은 tip-speed ratio(λ=ωrR/υw)와 피
치각(β)의 함수로서, 주어진 풍속과 회전자 속도, 피치각에 대해 풍
력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을 결정하며 다음의 식 (4.6)과 (4.7)으로 정
의된다.

 
        exp


(4.6)




  

     

(4.7)

위의 식 (4.6)과 (4.7)에서 피치각이 0º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하면, Cp characteristic equation을 최대화(Cp=Cp,max)하는 최적 tip-speed
ratio(λopt)는 풍속에 관계없이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며, 이에 따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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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가능출력(Pavail)은 다음의 식 (4.8)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max  


(4.8)

여기에서 ρ는 air density, R은 터빈 블레이드(turbine blade)가 커버하
는 유효면적의 반지름에 해당하며, υw은 풍력발전기의 풍속을 나타
낸다.
정해진 풍속에서 λopt를 만족하는 최적 회전자 속도(ωr,opt)는 다음의
식 (4.9)와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최대 출력제어 제어
시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입력(mechanical power acquisition, Pmech)과
회전자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의 식 (4.10)과 같이 정의된다.
   

(4.9)





  
    max    



(4.10)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출력제어는 변화하는 풍속에서 기계적 입
력(mechanical power acquisition, Pmech)이 식 (4.10)을 항상 만족할 수
있도록 회전자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최대 출
력제어 시 Cp와 tip-speed ratio(λ)는 풍속에 상관없이 최적 값으로 거
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de-loaded control 시에는 풍력발전기
의 출력이 최대 가능출력보다 작게 제어되기 때문에, 회전자 속도가
최적 회전자 속도에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Cp와 기계적 입력
이 감소하여 출력과 같아지는 equilibrium point에서 operating point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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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aded control 시 증가한 회전자 속도(ωDL)에 대해 tip-speed ratio
(λDL)와 DFIG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을 다시 정의하면 다음의 식
(4.11), (4.12)과 같다.

     


(4.11)

  

(4.12)

이때 제안하는 예비력 제어방안에서는 Pref와 Pout이 같아야 하므로,
각 DFIG 풍력발전기가 새로운 equilibrium point(Pout,i=Pmech,i)에서 안
정화된 후 회전자 속도(ωDL,i)와 de-loaded power reference(Pref,i)사이의
관계식은 다음의 식 (4.13)과 같이 정의된다.


      


(4.13)

여기에서 각 DFIG 풍력발전기의 풍속이 υw,i로 일정하게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개별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Pref,i)에 대해서 ωDL,i는 유일하
게 정의되며, 이를 통해 주어진 풍속에서 출력지령이 결정될 때 회
전자 속도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는 식
(4.2) ~ (4.7)과 (4.13)으로 정의되는 optimization problem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 풍력발전 단지의 KE reserve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정의된 optimization problem은 nonlinear problem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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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SQP) method를 이용
하여 최적 해를 구하였다.
4.2.2 KE Optimization Strategy 검증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를 검증하기 위하여 풍력발전 단지
에서 해당 strategy를 통해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는 경우와 기존처럼 최대 가능출력에 비례하여 감
소하여 결정하거나, 동일한 예비력을 갖도록 감소하여 결정할 때 확
보되는 KE reserve의 총합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한 2MW 풍력발전기 10기로 구성된 20MW 용량의
풍력발전 단지를 가정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DFIG 풍력발전기의
세부적인 parameter는 3장과 같다.
Case 1: DFIG 풍력발전기가 넓은 범위의 풍속에서 운전하는 경우
다음의 표 4.1와 4.2는 풍력발전 단지가 주어진 풍속조건에서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5% de-loading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각 DFIG 풍력발전기들의 최적 회전자 속도(ωopt,i)와 최대 가능출력
(Pavail,i), de-loaded power reference(Pref,i), 예상 de-loaded rotor speed (ω
DL,i),

그리고 이때 확보되는 KE reserve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reference case 1은 개별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최대 가능출력에 비례
하여 감소하는 경우를, reference case 2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동일한
출력 감소를 적용한 경우를 가리키며, 각 case에서 de-loaded rotor
speed는 모두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의 적용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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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De-loaded power reference 계산 결과 – Case 1
WT #

vwind

ωr,opt(pu)

Pavail(MW)

1

8.4

0.84

2

7.6

3
4

de-loaded

power reference (MW)

proposed

ref. case1

ref. case 2

0.737

0.677

0.701

0.686

0.76

0.546

0.484

0.519

0.494

10.9

1.09

1.611

1.581

1.531

1.559

8.6

0.86

0.791

0.731

0.752

0.740

5

9.8

0.98

1.171

1.110

1.112

1.119

6

9.0

0.90

0.907

0.847

0.862

0.855

7

10.6

1.06

1.482

1.435

1.408

1.430

8

11.3

1.13

1.795

1.782

1.705

1.743

9

7.2

0.72

0.464

0.400

0.441

0.413

10

8.8

0.88

0.848

0.788

0.805

0.796

10.352

9.835

9.835

9.835

총합

표 4.2 De-loaded rotor speed와 KE reserve – Case 1
proposed
WT #

ref. case1

ref. case 2

ωDL,i(pu)

KE(MWs)

ωDL,i(pu)

KE(MWs)

ωDL,i(pu)

KE(MWs)

1

1.027

1.993

0.983

1.490

1.012

1.819

2
3
4
5
6
7
8
9

0.962
1.200
1.043
1.150
1.078
1.200
1.200
0.934

1.997
1.443
2.000
2.071
2.018
1.812
0.934
2.031

0.889
1.200
1.006
1.147
1.053
1.200
1.200
0.842

1.220
1.443
1.562
2.028
1.711
1.812
0.934
1.095

0.943
1.200
1.029
1.136
1.064
1.200
1.200
0.910

1.783
1.443
1.828
1.889
1.848
1.812
0.934
1.768

10

1.061

2.008

1.030

1.636

1.047

1.838

총합

18.305

14.931

16.963

위의 결과는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가 동일한 출력제어에
서도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 1.342MWs에서 3.374MWs까지, 더 많은
KE reserve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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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DFIG 풍력발전기가 높은 풍속에서 운전하는 경우
다음의 표 4.3와 4.4는 대부분의 DFIG 풍력발전기들이 정격풍속
(11m/s)에 가깝게 운전하고 있을 때, 위와 마찬가지로 풍력발전 단지
에 5% de-loading이 요구되는 경우 각 출력지령 결정방법의 적용 시
de-loaded power reference 계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3 De-loaded power reference 계산 결과 – Case 2
WT #

vwind

ωr,opt(pu)

Pavail(MW)

1

9.7

0.97

2

10.0

3

de-loaded power reference (MW)
proposed

ref. case1

ref. case 2

1.135

1.049

1.079

1.069

1.00

1.244

1.160

1.182

1.177

9.9

0.99

1.207

1.121

1.147

1.140

4

9.5

0.95

1.067

0.980

1.013

1.000

5

11.2

1.12

1.748

1.731

1.660

1.681

6

10.0

1.00

1.244

1.160

1.182

1.177

7

11.4

1.14

1.843

1.834

1.751

1.776

8

10.2

1.02

1.320

1.249

1.254

1.253

9

9.8

0.98

1.171

1.085

1.112

1.104

10

10.4

1.04

1.399

1.341

1.329

1.333

13.379

12.710

12.709

12.710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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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De-loaded rotor speed와 KE reserve – Case 2
WT #

proposed

ref. case1

ref. case 2

ωDL,i(pu)

KE(MWs)

ωDL,i(pu)

KE(MWs)

ωDL,i(pu)

KE(MWs)

1.0

1.177

2.545

1.135

1.987

1.150

2.187

2.0

1.200

2.520

1.170

2.112

1.177

2.203

3.0

1.194

2.554

1.158

2.070

1.168

2.198

4.0

1.160

2.537

1.112

1.906

1.133

2.176

5.0

1.200

1.063

1.200

1.063

1.200

1.063

6.0

1.200

2.520

1.170

2.112

1.177

2.203

7.0

1.200

0.804

1.200

0.804

1.200

0.804

8.0

1.200

2.288

1.193

2.197

1.195

2.214

9.0

1.186

2.549

1.147

2.028

1.159

2.192

10.0

1.200

2.053

1.200

2.053

1.200

2.053

총합

21.433

18.333

19.294

풍력발전기가 정격풍속 부근에서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적 회
전자 속도가 정격 속도에 가깝게 결정되기 때문에, de-loaded control
시 회전자 속도가 최대 회전자 속도(upper speed limit)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높은 풍속에서 de-loaded control 시에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치각 제어에 따라 de-loaded rotor speed
가 최대 회전자 속도인 1.2pu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출력제어 시 실질적인 회전자 속도의 증가가 감소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의 효율
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계산 결과는 이 경우에도 KE optimization strategy의 적
용 시 풍력발전 단지 단위에서 확보되는 KE reserve 총합이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de-loaded
rotor speed가 높은 풍속에서 결정되어 KE reserve 자체도 낮은 풍속
에 비해 높게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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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는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풍력발
전 단지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할 경우, 풍력발전 단지
단위에서 확보되는 KE reserve가 크게 증가(최대 15%)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KE optimization strategy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의 frequency support capability를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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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풍력발전 단지의 최적 출력제어 전략
Overall Generation Control strategy
다음의 그림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를 포함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generation control strategy)과 이를 위
한 상위제어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4.3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 제어 시스템
제안하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른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상위제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풍속 하에서도 전체 풍력
발전 단지의 출력을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Pref,wf)에 따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도록, 풍속을 포함한 개별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을 확
인하고 이에 따라 출력지령(de-loaded power reference)을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 운영자와 풍력발전 단지가 DFIG 풍력발전기에
대한 감시 및 제어를 위한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한
다. 따라서 계통 운영자는 계통의 안정적인 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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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풍력발전 단지의 운전조건(Operating status)을 고려하여
출력지령(Pref,wf)을 결정하고 이를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
에 전달한다.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은 해당 출력지령과
풍속 예측을 포함한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정보를 바탕으로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고, 출력제어에 따른 운전정보를
계통 운영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결정된 출력지령은 갑작스러운 풍
속 변동에 따른 출력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운전조건의 변화
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도록 한다.
2. KE optimization strategy를 통한 KE reserve의 최대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시, 상위제어 시스템은 풍속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 및 최적 회전자 속도를
산정하고,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
단위에서 확보되는 KE reserve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개별 DFIG 풍
력발전기의 출력지령(de-loaded power reference)을 결정한다. 또한 지
속적으로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 및 회전자 속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최적화에 반영하도록 한다.
풍속예측 시스템(wind forecasting system)
제안하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
한 풍속예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먼저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이
풍속예측을 통해 산정된 풍력발전 단지의 최대 가능출력 내에서 정
의되어야만 DFIG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출력제어가 가능하며, 제
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 역시 처음에는 풍속예측 결과를 바
탕으로 개별 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과 최적 회전자 속도를 산정하
고 최대 KE reserve의 확보를 위한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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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 풍력발전 단지의 운전에서도 풍속 및 이에 따른 출력예
측은 계통의 안정적인 운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많은 풍력발전 계통 연계규정에서도 역시 풍력발전기 또는
풍력발전 단지가 적절한 풍속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일반
적으로 5분) 이를 계통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을 규정하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상위제어 시스템의 풍속예측 시스템(wind forecasting
system)이 5분(300초) 단위에서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풍속을 예
측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wind farm SCADA에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Wind farm SCADA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wind farm SCADA 모듈의 역할은 다음과 같
다.
1. KE optimization strategy와 관련하여 풍속예측 시스템에서의 풍속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Pavail,i)과
최적 회전자 속도(ωopt,i)를 계산한다. 계산 결과는 풍속예측과 함께 5
분 단위에서 갱신되며, KE optimization 모듈에서 de-loaded power
reference를 최적화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풍력발전 단지 내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실제 출력(Pout)을
확인하고 이를 KE optimization에서 결정된 출력지령(Pref,i)을 비교하
여 일정 시간동안 실제 출력이 출력지령보다 작아지면, 풍속예측 결
과보다 풍속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Pout을 해당 풍력발전기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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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가능출력으로 설정한다.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에서는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출력지령과 항상 같게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출력지령보다 작아지는 것은 풍속이 크
게 감소하여 최대 가능출력으로 제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확인되면 Wind farm SCADA은 최대 가능출
력을 측정된 Pout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풍속을 기준
으로 KE optimization이 다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정리하면 Wind farm SCADA 모듈의 출력 Pavail,i, ωopt,i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i f    

    
(4.13)




 



  


i f   


(4.14)

2. 풍력발전 단지 내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정보(풍속예측,
출력, 회전 속도 등)를 수집하고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계통
운영자에게 제공한다. 계통 운영자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풍력발
전 단지의 출력지령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3.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결정된 각 DFIG 풍력발
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Pref,i)를 개별 풍력발전기의 controller
에 전달한다.
4. 연계 계통의 주파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주파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DFIG 풍력발전기가 적절한 주파수 제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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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개별 풍력발전기의 출력, 출력지령, supporting time을 고려하
여 ΔPKE를 결정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의 적용 시
전반적인 주파수 제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주파수 제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출력 ΔPKE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Wind farm SCADA에서는 각 DFIG 풍력발전기의
Pavail,i과 ωopt,i, 그리고 실제 출력정보를 활용하여 풍력발전기에서 확
보된 KE reserve를 지속적으로 계산하고, 계통의 주파수 감소에 따
라 적절한 ΔPKE를 결정하여 제공한다.
KE optimiz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풍력발전 단
지의 KE reserve를 최대화하는 출력지령(de-loaded power reference)을
결정하여, 이를 wind farm SCADA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de-loaded power reference는 wind farm SCADA에서 제공되는
개별 풍력발전기의 운전조건(Pavail,i과 ωopt,i)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실
시간 운전에서 풍속이 갑자기 감소하여 wind farm SCADA에서 풍력
발전기의 운전조건이 변경되거나, 계통 운영자로부터의 출력지령
(Pref,wf)이 변경되면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운전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풍속에
서도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출력지령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KE reserve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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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출력제어 전략의 검증
본 절에서는 5기의 2MW DFIG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10MW 용량의
풍력발전 단지를 PSCAD/EMTDC상에서 모델링하고, 모의를 진행하
는 것을 통해 제안하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이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4.1 모의 계통의 구성과 시나리오
풍력발전 단지의 모델링에는 3.5절과 동일한 2MW DFIG 풍력발전기
5기가 사용되었으며, 각 풍력발전기는 Collector Bus에서 하나의 변
압기(15MVA, 0.69/13.8kV)를 통해 13.8kV 계통에 연계되어 운전된다
고 가정하였다. 이때 풍력발전 단지의 유효전력 출력은 하나의 상위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되며 모두 연계 계통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
였고, 각 DFIG 풍력발전기는 무효전력을 모두 0pu로 제어하는 것을
통해 항상 역률 1에서 운전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4.4는 2MW DFIG 풍력발전기 5기와 main grid로 구성
된 모의 계통을 보여준다. 모의 계통에서 main grid는 모의 시간 단
축을 위해 송전선로와 무한모선을 등가저항과 이상전원으로 축약하
여 구성하였으며,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과 각 DFIG 풍
력발전기를 포함한 전체 모의 계통은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델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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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모의 계통의 구성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에 대한 모의는 다음의 두 가지 case
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각 모의에서 개별 DFIG 풍력발전기는 앞서
제안한 de-loaded conctrol 및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 따라
제어된다고 가정하였으며, 모의 결과는 전체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0초 이후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Case 1: 각 DFIG 풍력발전기가 일정한 풍속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지령(Pref,wf)을
만족하기 위한 de-loaded power reference를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결정할 때, 실제 출력제어 시 풍력발전기의 출력변화와 회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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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 확보되는 풍력발전 단지의 KE reserve
를 확인하였다.
Case 2: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풍속에서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른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를 모의하였다.
4.4.2 Case 1 모의 결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을 모의하기 위해 각 DFIG 풍력발전
기에 적용된 풍속과 그에 따른 최대가능출력, 최적 회전자 속도는
다음의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 단지는 해당 풍속에
서 최대 출력제어에 따라 운전하다가 300초에 계통 운영자로부터
5MW의 출력지령(Pref,wf)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풍력발전 단지의 출
력제어 시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결정된 각 DFIG 풍력발전
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Pref,i)와 de-loaded rotor speed(ωDL,i), KE
reserve 계산결과 역시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5 Case 1: de-loaded power reference
De-loaded operation
WT #

vwind

ωr,opt(pu)

Pavail(MW)

1
2
3
4

10.0
9.4
9.2
10.2

1.00
0.94
0.92
1.02

5

8.7

0.87

총합

Pref,i

ωDL,i(pu)

KE(MWs)

1.244
1.033
0.969
1.320

1.166
0.955
0.890
1.249

1.193
1.140
1.123
1.200

2.417
2.385
2.377
2.288

0.819

0.740

1.082

2.370

5.385

5.000

11.837

다음의 그림4.5는 위의 KE optimization 결과에 따라 모의 상에서 풍
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를 수행할 때, 풍력발전 단지 및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실제 출력변화와 회전자 속도의 변화, 그리고 출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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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power (MW)

어를 통해 확보되는 KE reserve를 보여준다.

5.4
5.2
5.0
4.8
200

Pwf
Pavail,wf

300

400

500

Time (sec)

Active power (pu)

(a)풍력발전 단지의 출력

0.7

Pavail,WT1
Pavail,WT2
Pavail,WT3
Pavail,WT4
Pavail,WT5

0.6
0.5
0.4
200

300

400

500

Time (sec)

Active power (pu)

(b)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

0.7

Pref,WT1
Pref,WT2
Pref,WT3
Pref,WT4
Pref,WT5

0.6
0.5
0.4
200

300

400

Time (sec)

(c)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Pref=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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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Rotor speed (pu)

1.2
1.1

wr,WT1
wr,WT2
wr,WT3
wr,WT4
wr,WT5

1.0
0.9
0.8
200

300

400

500

Time (sec)

(d)DFIG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 변화
그림 4.5 풍력발전 단지 출력제어 모의 결과
먼저 그림 4.5 (a)에서는 300초에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이 5.407MW
에서 출력지령에 따라 5MW로 정확하게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b)와 (c)에서는 각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과 함
께 출력지령(de-loaded power reference)의 변화에 따른 출력변화를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4.5 (d)는 de-loaded operation 시 각 DFIG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 변화를 보여주며, 정상상태에서의 회전자
속도(de-loaded rotor speed)가 앞서 KE optimization strategy에서 계산
한 결과(ωDL,i)와 거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6은 KE
optimization result와 모의 결과를 직접 비교한 것으로, 실제 출력제
어 시 확보되는 KE reserve 역시 대체적으로 예측 값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KE optimization strategy가 실제 풍
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에서 의도한 대로 유효하게 동작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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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Case 1: 모의결과와 계산결과의 비교
Simulation Result
WT #

Calculation Result

Pout,i

ωDL,i(pu)

KE (MWs)

Pref,i

ωDL,i(pu)

KE (MWs)

1

1.166

1.191

2.410

1.166

1.193

2.417

2

0.955

1.135

2.317

0.955

1.140

2.385

3

0.890

1.117

2.298

0.890

1.123

2.377

4

1.249

1.200

2.288

1.249

1.200

2.288

5

0.740

1.073

2.259

0.740

1.082

2.370

총합

5.000

11.573

5.000

11.837

4.4.3 Case 2 모의 결과
Case 2에서는 풍력발전 단지를 제안하는 출력제어 전략에 따라 운전
할 때, 급격한 풍속변화 때문에 일부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출력지령
(de-loaded power reference)과 달라지는 경우를 모의하였다. 이와 같
이 풍속변동에 의해 출력지령과 실제 출력에 mismatch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상위제어 시스템의 wind farm SCADA가 식 (4.14)와
(4.15)에 따라 해당 풍력발전기에 대한 KE optimization의 Pavail,i과 ω
opt,i

입력을 변경하게 된다. 그리고 KE optimization에서는 변경된 운

전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최적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
는 것을 통해 변화된 운전조건에서도 풍력발전 단지가 KE reserve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출력지령(Pref,wf)을 만족하고 제어될 수 있도록 한
다.
이에 여기에서는 풍속변화 시 일부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de-loaded power reference의 변동 및 풍력발전 단
지의 출력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제안하는 출력제어 전략을
검증하고, 풍력발전기의 전체적인 동적 응답특성을 확인하였다. 모
의에서는 계통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상위제어 시스템이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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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출력을 300초에 4.5MW로 제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출
력변화가 확인되면 10초의 시간지연 후에 KE optimization을 다시 수
행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4.6은 모의에 적용된 개별 풍력발전기의 풍속변화를 나
타낸다.
11.0

Wind speed (m/s)

10.5
10.0
9.5

wind,WT1
wind,WT2
wind,WT3
wind,WT4
wind,WT5

9.0
8.5
8.0
200

300

400

500

600

700

time (s)

그림 4.6 개별 풍력발전기의 풍속
다음의 그림 4.7은 풍속변동에 따른 각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변
동과 최대 가능출력, 출력지령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1, 2, 3, 5번
DFIG 풍력발전기의 경우 풍속변화 시에도 최대 가능출력이 실제 출
력보다 크게 유지되기 때문에 풍속변동으로 인한 출력의 변화가 없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KE optimization에서 Pref,i를 변경하면 이에 따라 출력을 정확하게 제
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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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power (pu)

Pavail
Pref
Pref,wt

0.6

0.5

200

300

400

500

600

700

time (s)

Active power (pu)

(a)1번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Pref=Pout), 출력지령의 변화

Pavail
Pref
Pref,wt

0.7

0.6

200

300

400

500

600

700

time (s)

Active power (pu)

(b)2번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Pref=Pout), 출력지령의 변화

Pavail
Pref
Pref,wt

0.5

0.4

200

300

400

500

600

time (s)

(c)3번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Pref=Pout), 출력지령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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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Active power (pu)

Pavail
Pref
Pref,wt

0.7

0.6

200

300

400

500

600

700

time (s)

Active power (pu)

(d)4번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Pref=Pout), 출력지령의 변화

0.4

Pavail
Pref
Pref,wt

0.3

200

300

400

500

600

700

time (s)

(e)5번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Pref=Pout), 출력지령의 변화
그림 4.7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 시 출력변동
이에 반해, 4번 풍력발전기의 경우는 풍속의 감소에 따라 Pref가 최
대 가능출력보다 커지게 되어 500초에서 일시적으로 출력이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정시간 후 KE optimization에서 이러한 출
력변동을 고려하여 새로운 출력지령(de-loaded power reference, Pref,wt)
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출력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그림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풍력발전 단지의 전
체출력은 500초에서 일시적인 변동이 있지만 곧바로 원래의 출력지
령(Pref,wf)으로 회복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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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power (MW)

6.0

Pavail,wf
Pout,wf

5.5

5.0

4.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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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500

600

700

time (s)

그림 4.8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변동
다음의 그림 4.9는 각 DFIG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 변화를 나타
낸 것으로 4번 풍력발전기의 경우 500초 부근에서 풍속의 감소로
인해 회전자 속도가 최적 회전자 속도까지 크게 감소하나 출력지령
이 새롭게 결정되면서 곧바로 다시 회전자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Rotor speed (pu)

확인할 수 있다.

1.2
1.1

wr,opt
wr,meas

1.0
0.9
200

300

400

500

600

700

time (s)

(a)1번 DFIG 풍력발전기의 최적 회전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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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번 DFIG 풍력발전기의 최적 회전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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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번 DFIG 풍력발전기의 최적 회전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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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번 DFIG 풍력발전기의 최적 회전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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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번 DFIG 풍력발전기의 최적 회전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 변화
그림 4.9 각 풍력발전기의 최적 회전자 속도와 회전자 속도 변화
이상의 모의를 통해서 제안하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이
풍속 변동 시에도 KE optimization을 통해 KE reserve를 최대화하면
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일정하
게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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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 연구
본장에서는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control scheme과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 및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
을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의 제어 및 운전에 적용하고 이를 소규모
독립계통에서 모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안하는 출력제어 전
략이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풍력발전 단지의 안정적인 운전을 보장
하는 동시에 계통의 주파수 제어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1 모의 계통 모델링
모의 계통의 구성
사례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그림 5.1과 같이 4개의 동
기발전기(3기의 화력발전기와 1기의 수력발전기로 가정)와 풍력발전
단지, 그리고 부하로 구성된 소규모 독립계통을 모의 계통으로 선정
하고 PSCAD/EMTDC 상에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5.1 모의 계통의 one-line diagram
모의 계통에서 G1과 G2, G3는 화력발전기(thermal unit)로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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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G1은 동기발전기와 steam turbine(IEEE recommended
general model for steam turbine and speed governing system, 1981
IEEE type 1)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35-37], G2와 G3은 동기발
전기와 가스터빈(Gas Turbine, GAST) 모델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38].
이에 반해 발전기 G4는 수력발전기(hydro unit)으로 모델링 되었으
며, PSCAD/EMTDC simulator의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Hydro-Tur1
model과 Hydro-Gov3 model이 해당 발전기의 터빈(turbine)과 조속기
(governor system) 모델링에 사용되었다[37], [39].
각 발전기의 정격용량과 관성지수(inertia constant) 등 주파수 제어
모의에서 중요한 parameter는 다음의 표 5.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전기의 상세 모델링에 필요한 동기기와 터빈, 조속기 모델의 나머
지 parameter는 APPENDIX A에 첨부하였다.
표 5.1 모의 계통에서 각 발전기의 주요 parameter

Unit

발전기TYPE

정격용량

관성지수
(InertialConstant)

Frequency
Droop Const.

G1

Steam turbine

540MW

5.4(s)

0.05

G2

Gas turbine

120MW

6.0(s)

0.08

G3

Gas turbine

50MW

1.86(s)

0.05

G4

Hydro turbine

120MW

4.43(s)

0.05

이 밖에 계통의 부하는 정전력 부하와 정임피던스 부하로 구성하여,
정상상태에서 750MW의 용량을 갖도록 모델링되었다.
풍력발전 단지의 구성
제안하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의 모의를 위해 2MW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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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40기로 구성된 풍력발전 단지가 계통에 연계되는 것을 가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의 계통에서 풍력발전 단지는 전체 계통 부
하의 10%에 해당하는 80MW 설비 용량을 갖도록 모델링 되었다. 이
때 각 DFIG 풍력발전기의 모델링은 상세모델을 이용하되 simulation
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aggregated model을 이용하여 진행하였
다. 풍력발전 단지 내에서 1)각 풍력발전기에 동일한 풍속이 적용되
고 2)풍력발전 단지 내부계통이 매우 작고 이에 따라 내부에서의 손
실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DFIG 풍력발전기들을 축약
하여 동일한 제어시스템 및 dynamic model을 갖는 하나의 equivalent
system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풍력발전기의 동적 특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40]. 따라서 여기에서는 8개의 2MW DFIG 풍력발전기
를 하나의 그룹으로 가정하고, 풍력발전 단지를 16MW 정격용량을
갖는 5개의 DFIG 풍력발전기로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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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Frequency Support Control 모의
5.2.1 모의 시나리오
여기에서는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 따라 DFIG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풍력발전 단지가 계통에 frequency support를
제공할 때 실제 계통의 주파수 제어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기 G3가 정상적인 운전 중에 갑자기 탈락하는 사고를
모의하고 이때 계통의 주파수 변화와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변화를
포함한 dynamic response를 검토하였다.
모의에서는 모든 DFIG 풍력발전기가 동일한 10m/s의 풍속에서 10%
de-loading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의 최대
가능출력은 62.2MW로 추정할 수 있으며, normal operation state에서
는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56MW의 출력으로 제어되도록
하였다. 발전기 G3는 정상상태에서 50MW의 출력으로 운전하다가
300초에서 탈락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주파수 모의는 다음의 세
가지 case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Case 1: DFIG 풍력발전기가 주파수 제어 참여를 위해 KE discharge
mode로 전환 시, trigger signal의 시간지연을 각각 0.1초와 0.5초로
설정하고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비교하였다.
Case 2: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서 power increment(ΔPKE)를
각각 0.2pu와 0.25pu, 0.3pu로 설정할 때,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과
KE discharge에 따른 DFIG 풍력발전기의 dynamic response를 비교하
였다.
Case 3: 풍력발전기의 풍속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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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
하는 경우와 최대 가능출력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일정
출력을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비교하였
다.
5.2.2 Case 1 모의 결과
KE discharge control은 다른 주파수 제어기법과는 달리 주파수 변화
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controller가 주파수 제
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통에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파수 변동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할 때 주파수
제어가 시작된다. 따라서 계통의 주파수 측정(frequency detection) 및
KE discharge mode의 triggering을 위한 시간지연(delay)가 있을 수 있
으며, 사소한 주파수 변동에 빈번하게 동작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frequency control loop에 dead-band control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에 이러한 시간지
연을 고려하여, 주파수 측정과 KE discharge mode로의 전환 시 시간
지연을 각각 0.1초와 0.5초로 설정하고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 차
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의 그림 5.2는 300초에 발전기 G3의 탈락 시,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을 적용하는 경우(0.1초의 시간지연 적
용)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비교
하여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을 적
용할 경우 계통의 최저 주파수가 59.58Hz에서 59.76Hz로 크게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파수 변화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모의에서는 계통의 secondar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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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을 고려하지 않았다.)

Frequency (Hz)

60.0

proposed control
without control

59.9
59.8
59.7
59.6
59.5
295

300

305

310

315

320

time (sec)

그림 5.2 G3 탈락 후 계통의 주파수 변화(0.1초 delay 적용 시)
다음의 그림 5.3은 위와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0.5초의 시간지연을
적용할 경우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여준다. 시간지연 증가로
인해 사고 초기에 계통의 주파수가 보다 빠르게 감소하지만, 전반적
인 주파수 응답 특성은 0.1초의 시간지연을 적용한 경우와 큰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Frequency (Hz)

60.0
59.9
59.8

proposed control(0.5s delay)
without control

59.7
59.6
59.5
295

300

305

310

315

320

time (sec)

그림 5.3 G3 탈락 후 계통의 주파수 변화(0.5초 delay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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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5.4는 제안하는 주파수 제어방안과 기존의 proportional
control(5% droop), variable droop control의 주파수 특성을 비교한 것
으로,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이 0.5초의 시간지연
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제어방안에 비해 큰 contribution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최저 주파수와 주파수 변화율 측면에서 사고 시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requency (Hz)

60.0
59.9
59.8

proposed control(0.5s delay)
without control
5% droop
variable droop

59.7
59.6
59.5
295

300

305

310

315

320

time (sec)

그림 5.4 주파수 제어 방안에 따른 계통의 주파수 특성 비교
5.2.3 Case 2 모의 결과
여기에서는 power increment(ΔPKE)를 각각 다르게 정의할 때, DFIG
풍력발전기의 dynamic response와 계통의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
서는 ΔPKE에 따라서 discharge time(TD)이 변화하게 된다. 다음의 그
림 5.5 (a)는 각각 ΔPKE가 0.20pu, 0.25pu, 0.30pu로 정의된 경우에 대
해 supporting time(Tsupport)동안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 변화를 보여
주며, 여기에서는 ΔPKE가 증가함에 따라 discharge time이 점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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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하는 출력제어 방안이 회전자
속도에 대해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출력을 제한하는데, ΔPKE를 크
게 정의할수록 KE discharge에 의해 회전자 속도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며, 각 경우의 회전자 속도 변화는 그림 5.5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tive power (pu)

0.9

Pavail
ΔPKE= 0.20pu

0.8

ΔPKE= 0.15pu
ΔPKE= 0.25pu

0.7
0.6
0.5
295

300

305

310

315

320

time (sec)

(a)주파수 제어 시 ΔPKE에 따른 출력 변화

Rotor speed (pu)

1.2

wr,opt
ΔPKE= 0.25pu
ΔPKE= 0.20pu

1.1

ΔPKE= 0.30pu

1.0
295

300

305

310

315

320

time (sec)

(a)주파수 제어 시 ΔPKE에 따른 회전자 속도 변화
그림 5.5 주파수 제어 시 DFIG 풍력발전기의 dyna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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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각 경우에 대해 실제 TD를 측정하면 5.27초와 3.24초, 2.12초
로 앞서 식 (3.5)에 따라 추정하는 경우(4.63초, 3.16초, 그리고 2.19
초)와는 약간의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supporting time 동안
의 기계적 입력(mechanical power acquisition)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주파수 제어 참여 시 KE discharge로 인해 회전자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 풍력발전기의 operating point가 최대 출력곡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기계적 입력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적 입력의 증가를 식에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출
력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된 KE가 실제보다 식 (3.5)에서 더 크게 계
산된다. 이 때문에 TD는 실제보다 더 작은 값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차이는 실제 주파수 제어에서 discharging time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된다.
다음의 그림 5.6은 각 경우에 대해 계통의 주파수 특성의 변화를 보
여주며, 여기에서는 ΔPKE가 증가할수록 사고 시 최저주파수와 주파
수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ΔPKE가 크게 정
의되는 경우 discharge time이 짧아지고 이후에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기준 값(59.8Hz)으로 회복하는 데
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ΔPKE를 크게 정
의하는 것이 보다 주파수 제어 초기에 집중된 contribution을 제공하
지만 경우에 따라서 계통의 주파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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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Hz)

60.0

ΔPKE= 0.25pu
ΔPKE= 0.20pu
ΔPKE= 0.30pu

59.9

59.8

59.7
295

300

305

310

315

320

time (sec)

그림 5.6 주파수 제어 시 ΔPKE에 따른 계통의 주파수 특성 변화
갑작스러운 발전기의 탈락은 일정시간 동안의 큰 주파수 감소를 유
발한다. 하지만 동기발전기의 경우 조속기의 응답(governor action)이
주파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며, 사고 초기에는 동
기발전기의 회전자에 저장된 운동에너지가 계통의 유효전력 수급균
형을 맞추는데 이용된다. 이는 DFIG 풍력발전기가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지속적인 contribution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초
기에 frequency support control을 통해 상당한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
하는 것으로 계통의 전반적인 주파수 응답 특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풍력발전기의 frequency support control 시
계통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출력의 크기와 지속시간은 사고 시 계통
의 주파수 감소와 회복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주
파수 제어를 통해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계통의 동적 응답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적절
히 ΔPKE와 TD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5.2.4 Case 3 모의 결과
Case 3에서는 풍력발전 단지 내 각 DFIG 풍력발전기에 풍속이 다르

- 117 -

게 적용되며, 풍력발전 단지가 10%의 예비력(44MW에서 40MW로
출력제어)을 확보하고 운전하다가 주파수 제어에 참여하는 것을 가
정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할 때와 기존의 최대 가능출력
에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일정출력을 감소하여 결정할 때, G3 탈락
시 풍력발전 단지의 frequency support control에 따른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다음의 표 5.2은 각 경우에 개별 DFIG 풍력발전기 그룹들에 적용된
풍속(vwind)과 이에 따른 최적 회전자 속도, 최대 가능출력, de-loaded
power reference(Pref,i)를 보여주며, 표 5.3은 결정된 출력지령에 따라
출력제어 시 de-loaded rotor speed(ωDL,i), 그리고 이때 확보되는 KE
reserve의 계산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reference case 1은 개
별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최대 가능출력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우
를, reference case 2는 모든 풍력발전기에 동일한 출력 감소를 적용
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5.2 De-loaded power reference 계산 결과
de-loaded power reference (pu)

WT
group

vwind
(m/s)

ωr,opt
(pu)

Pavail
(pu)

proposed

ref. case1

ref. case2

1
2
3
4
5

10.5
9.2
8.7
9.5
10.0

1.05
0.92
0.87
0.95
1.00

0.720
0.484
0.410
0.533
0.622

0.694
0.416
0.336
0.474
0.580

0.650
0.437
0.370
0.481
0.562

0.666
0.431
0.356
0.479
0.568

- 118 -

표 5.3 De-loaded rotor speed와 KE reserve
WT
group

1
2
3
4
5
총합

proposed
ωDL,i(pu)

KE(MWs)

1.200
15.462
1.196
26.784
1.169
27.890
1.200
24.625
1.200
20.158
114.920

ref. case1
ωDL,i(pu)

KE(MWs)

1.200
15.465
1.145
21.238
1.082
18.992
1.182
22.646
1.200
20.161
98.501

ref. case 2
ωDL,i(pu)

KE(MWs)

1.200
15.465
1.162
23.059
1.121
22.890
1.187
23.175
1.200
20.161
104.750

위의 표 5.3의 계산결과는 풍력발전 단지에 동일한 출력제어가 적용
될 때, 제안하는 KE optimization strategy를 적용하는 것을 통해 KE
reserve를 최대 15%까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방
법론에 따른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는 다음의 그림 5.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안하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 적용 시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 초기 주파수 변화율과 최
저 주파수 측면에서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requency (Hz)

60.0

59.9

59.8

proposed
ref. case1
ref. case2

59.7

59.6
295

300

305

310

315

320

time (sec)

그림 5.7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른 계통의 주파수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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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 모의 1
5.3.1 모의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는 풍속에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
어를 모의하는 것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이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시 어떻게 개별 풍력발전기
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제안하는 출력제어 전략이 계통 운영자의
출력제어 지령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
는 동시에 frequency support capability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도록 한다.
모의에서는 처음에 단지 내 5개 그룹의 DFIG 풍력발전기가 각각 다
른 풍속에서 최대 출력제어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300초
에서부터 계통 운영자로부터의 출력지령에 따라 출력제어를 수행하
도록 하였다. 전체 모의는 1000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풍속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이 5분 단
위에서 KE optimization strategy 따라 풍속예측과 계통 운영자의 출
력지령을 바탕으로 개별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고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때
풍속변동에 따른 개별 풍력발전기의 출력변동을 모의하는 것을 통
해 갑작스러운 풍속변동 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특성을 확인
하였으며, G3 발전기의 갑작스러운 탈락을 모의하는 것을 통해 풍
력발전 단지의 frequency support control에 따른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와 DFIG 풍력발전기의 dynamic response를 확인하였다.
모의에 적용된 풍속은 다음의 그림 5.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모의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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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state: 개별 풍력발전기는 최대 출력제어로 운전하며, 이에 따
라 풍력발전 단지 전체의 출력은 최대가능출력인 44MW 내외에서
결정됨
-Event 1(300초):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40MW로 제어 시작(KE optimization strategy 적용)
-Event 2(500초): 풍속감소로 인한 일부 풍력발전기의 출력감소 및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른 출력지령(de-loaded power reference)
재조정 수행
-Event 3(600초): 지속적인 풍속감소를 고려한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
령 감소(37.6MW) 및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른 출력지령 재조
정 수행
-Event 4(750초): G3 발전기의 탈락으로 인한 심각한 주파수 감소를
확인하고 풍력발전 단지가 KE discharge control 수행
-Event 5(800초):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운전을 KE discharge mode
에서 normal operation mode로 전환하여 출력제어 수행
-Event 6(900초): 새로운 출력지령(40MW)에 따라 개별 DFIG 풍력발
전기의 출력지령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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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0.5

Wind speed (m/s)

10.0
9.5
9.0

WT1
WT2
WT3
WT4
WT5

8.5
8.0
7.5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그림 5.8 모의에 적용된 풍속(모의 1)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 모의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계
통이 전제부하의 10%에 해당하는 예비력을 갖고 운전하는 것을 가
정하여 750MW의 유효전력 부하를 갖도록 모의계통을 구성하였으
며, 각 발전기의 발전량은 발전제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이때, G1은 기저발전기로서 거의 최대출력에 가깝게 운전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수력발전기로 모델링된 G4와 가스터빈으로 모
델링된 G2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고 나머지 부하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표 5.4 각 발전기의 발전량 및 최대, 최소 발전 제약(모의 1)
Unit

발전기TYPE

발전량

최대 발전제약

최소 발전제약

G1

Steam turbine

530MW

540MW

320MW

G2

Gas turbine

60MW

120MW

60MW

G3

Gas turbine

50MW

50MW

40MW

G4

Hydro turbine

110MW

120MW

50MW

750MW

830MW

460MW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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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모의 결과 및 분석
Initial State
모의 초기에는 풍력발전 단지에 대해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Pref,wf)
이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각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Pref,i)은 1pu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풍력발
전 단지 내에 각 DFIG 풍력발전기는 최대 출력제어를 수행하며, 그
림 5.9에서는 모의 초기에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이 최대 가능출력인
43MW 부근에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vent 1: 300초,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300초에서는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 40MW로 주어진다고 가정하였
으며,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를 위해 상위제어 시스템이 풍속예
측을 바탕으로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개별 DFIG 풍력발전
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5.4
은 300초 이후 풍속과 각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정리한 것으로, 그림 5.9와 5.10에서는 해당시점에서 변화하는 풍속
에서도 각 DFIG 풍력발전기와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이 출력지령에
따라 정확하게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KE optimization - de-loaded power reference (모의 1, 300초)
WT #

vwind

ωr,opt(pu)

Pavail(MW)

1
2
3
4
5
총합

10.5
10.0
9.5
9.0
8.5

1.05
1.00
0.95
0.90
0.85

11.521
9.952
8.533
7.255
6.112
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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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aded
Pref,i(MW)
11.104
9.280
7.787
6.498
5.330
39.999

operation

ωDL,i(pu)
1.200
1.200
1.169
1.128
1.091

KE (MWs)
15.462
20.158
21.216
21.223
21.468
99.528

Event 2: 500초, 풍속감소로 인한 출력변동과 재조정
490초에서는 2번 DFIG 풍력발전기의 풍속이 감소하여 해당 풍력발
전기들의 출력과 함께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이 제어지령(40MW)보
다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위제어 시스템은 10
초의 시간지연 후에 2번 그룹의 풍력발전기들에 대한 최대 가능출
력과 최적 회전자 속도 정보를 식 (4.13)과 (4.14)에 따라 변경하고
(Wind farn SCADA), 이에 따라 각 DFIG 풍력발전기들의 새로운 출
력지령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게 된다(KE optimization).
이때, 새롭게 결정된 de-loaded power reference는 다음의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각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 및 회전
자 속도의 변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변화는 각각 그림 5.9과 5.11,
5.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6 KE optimization - de-loaded power reference (모의 1, 500초)

WT #

vwind

ωr,opt(pu)

Pavail(MW)

1

10.5

1.05

2

-

3

De-loaded

operation

Pref,i(MW)

ωDL,i(pu)

KE (MWs)

11.521

11.130

1.195

14.922

0.948

8.479

8.099

1.100

14.250

9.5

0.95

8.533

8.153

1.102

14.262

4

9.0

0.90

7.255

6.879

1.056

13.970

5

8.5

0.85

6.112

5.739

1.011

13.715

41.900

40.000

총합

71.120

Event 3: 600초,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지령 변화
600초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풍속에 고려하여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지령이 기존의 40MW에서 37.6MW로 변경되는 것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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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상위제어 시스템이 이에 따라 KE optimization을 다시
수행하고 각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결정된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은 풍속
변화에 따른 출력변동이 없으면 다음 900초까지 다음 300초 동안
유지되며, 이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는 풍속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93.66.MWs 수준의 KE reserve를 확보하고 운전하게 된다.
다음의 표 5.6는 새로운 풍속 정보에 따라 결정된 de-loaded power
reference를 보여주며, 이에 따른 실제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 및 풍
력발전 단지의 출력변화는 그림 5.9과 5.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7 KE optimization - de-loaded power reference (모의 1, 600초)

WT #

vwind

ωr,opt(pu)

Pavail(MW)

1

10.3

1.03

2

9.2

3

De-loaded

operation

Pref,i(MW)

ωDL,i(pu)

KE (MWs)

10.875

10.360

1.200

17.368

0.92

7.750

7.122

1.123

19.022

9.5

0.95

8.533

7.906

1.149

19.117

4

9.3

0.93

8.006

7.378

1.132

19.050

5

8.2

0.82

5.487

4.834

1.044

19.100

40.650

37.600

총합

93.658

Event 4: 750초, G3의 탈락에 따른 frequency support control
750초에서는 발전기 G3의 탈락으로 인해 계통에 심각한 주파수 감
소가 발생하여 풍력발전 단지가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에
따라 출력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모의하였다. 이때 각 DFIG 풍력발
전기들의 ΔPKE는 확보된 KE reserve를 고려하여 3초의 discharge time
(TD)동안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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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에서는 각 DFIG 풍력발전기가 G3의 탈락시점에서 정해진
discharge time 동안 계통에 frequency support를 위한 추가적인 출력
을 제공하고 KE reserve 소진 후에는 최대 출력제어 모드에서 운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을 통해 풍력발전 단지에서 주파수
제어에 참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의 차
이는 그림 5.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 단지의 주파수 제
어 참여에 따라 사고 시 계통의 최저주파수가 59.51Hz에서 59.69Hz
로 증가하고 주파수 감소율 역시 크게 감소하는 등 계통의 주파수
제어 특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vent 5: 800초, normal operation mode로의 전환
본 모의에서는 풍력발전 단지의 frequency supporting time(Tsupport)을
50초로 정의하였으며, 주파수 제어 시작부터 50초 후에는 다시 각
풍력발전기가 기존의 de-loaded power reference에 따라 제어를 시작
하게 된다. 이에 따라 800초에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이 주파수 사
고 이전의 출력제어 지령에 따라 37.6MW로 회복되게 되는 것을 그
림 5.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vent 6: 900초,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지령 변화
900초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풍속을 고려하여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
지령이 40MW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변화
하게 된다. 다음의 표 5.6은 새로운 출력지령(40MW)를 기준으로 KE
optimization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에 따른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 및 회전자 속도의 변화,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 변화는 각각 그
림 5.9와 5.11, 5.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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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KE optimization - de-loaded power reference (모의 1, 900초)

WT #

vwind

ωr,opt(pu)

Pavail(MW)

1

10.5

1.05

2

9.7

3

De-loaded

operation

Pref,i(MW)

ωDL,i(pu)

KE (MWs)

11.521

11.104

1.200

15.462

0.97

9.083

8.332

1.187

21.398

9.6

0.96

8.805

8.053

1.178

21.376

4

9.1

0.91

7.500

6.737

1.138

21.361

5

8.7

0.87

6.554

5.774

1.107

21.499

43.462

39.999

총합

101.096

Active power (pu)

0.9
0.8
0.7
0.6
0.5
200

Pavail
Pout
Pref,wt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Active power (pu)

(a)풍력발전기 group 1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0.7
0.6
0.5

Pavail
Pout
Pref,wt

0.4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time (sec)

(b)풍력발전기 group 2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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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Active power (pu)

0.8

Pavail
Pout
Pref,wt

0.7
0.6
0.5
0.4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Active power (pu)

(c)풍력발전기 group 3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0.7

Pavail
Pout
Pref,wt

0.6
0.5
0.4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d)풍력발전기 group 4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Active power (pu)

0.6

Pavail
Pout
Pref,wt

0.5
0.4
0.3
0.2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time (sec)

(e)풍력발전기 group 5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그림 5.9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모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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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Active power (MW)

60
55
50
45

Pavail,wf
Pout, wf
Pref,wf

40
35
3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그림 5.10 풍력발전 단지의 최대 가능출력과 출력변화(모의 1)

Rotor speed (pu)

1.3
1.2
1.1
1.0
0.9
200

wr,opt
wr,meas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a)풍력발전기 group 1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Rotor speed (pu)

1.3

wr,opt
wr,meas

1.2
1.1
1.0
0.9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b)풍력발전기 group 2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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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 speed (pu)

1.3
1.2

wr,opt
wr,meas

1.1
1.0
0.9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Rotor speed (pu)

(c)풍력발전기 group 3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1.2
1.1

wr,opt
wr,meas

1.0
0.9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d)풍력발전기 group 4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Rotor speed (pu)

1.2

wr,opt
wr,meas

1.1
1.0
0.9
0.8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ime (sec)

(e)풍력발전기 group 5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그림 5.11 풍력발전기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모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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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Frequency (Hz)

59.9
59.8
59.7

proposed
none

59.6
59.5
740

750

760

770

780

790

time (sec)

그림 5.12 주파수 제어에 따른 계통의 주파수 응답특성 비교(모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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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 모의 2
앞서의 모의 1에서는 풍력발전 단지가 다른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일정수준의 예비력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하는 풍력
발전 단지의 출력제어를 모의하고, 제안하는 풍력발전 단지의 최적
출력제어 전략이 안정적으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제어하는 동
시에 frequency support capability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제하는 것처럼 풍력발전이 예비력 시장에 참여하거나 계
통연계 기준에서 일정용량의 자체 예비력을 확보하고 운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출력제어는 보다
낮은 부하조건에서(즉, 예비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계통의 유효전력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여기에
서는 실질적으로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풍력발전의 출력제
한이 요구되는 경우로 운전조건을 가정하여 모의를 진행하고, 이 경
우에도 제안하는 출력제어 전략을 적용을 통해 계통의 주파수 제어
가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5.4.1 모의 시나리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통의 풍력발전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
게 되면, 예비력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계통의 power imbalance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발전의 출력을 제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매우 큰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풍력발전
이 탈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발전기가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해
고 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기를 항
상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풍력발전 출력의 증가
와 부하의 감소에 따라 전체 발전기의 최소출력과 풍력발전 출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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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계통의 부하보다 커지는 경우, 기존 발전기의 운전을 유지하면
서 계통의 유효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풍력발전기 또는
풍력발전 단지가 출력제어를 수행해야만 한다. 즉, 계통의 유효전력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래의 식 (5.1)을 만족해야 하
는데, 계통의 부하가 식에서 ∑Pmin,i+Pwind 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풍력
발전의 출력제한이 일어나게 된다.
∑min    ≤  ≤ ∑max   

(5.1)

여기에서 Pmax,i와 Pmin,i는 각각 일반 발전기의 최대 및 최소 출력 제
한을, Pwind는 풍력발전 출력의 합을, Pload는 전체 계통의 부하를 나
타낸다. 최근 풍력발전 점유율이 높은 계통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풍력발전의 출력이 제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풍력발전 연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출력제어와 관한 규정들 역
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출력제어 기법이나 주파수 제어 참여를 요
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풍
력발전의 출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적 요건을 갖출 것
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시적인 풍력발전의 증가와 부하의 감소로 인해 풍력발
전의 출력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통의 예비력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지만, 발전기가 최소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발전
기의 탈락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급격한 주파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모의를 통해 이러한 운전조건에서도 제안
하는 출력제어 전략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가 주파수 제어 참여 시
계통의 주파수 제어 특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본 모의에서는 초기에 풍력발전 단지 내 5개 그룹의 DFIG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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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각각 다른 풍속에서 최대 출력제어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하
였으며, 300초에서 부하의 감소에 따라 계통 운영자의 출력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전체 모의는 800초까지 지속적으로 변하는 풍속
을 가정하여 진행하였으며,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이 5분
단위에서 KE optimization strategy 따라 풍속예측과 계통 운영자의
출력지령에 따라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
정하고 개별 풍력발전기를 제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발전기 G3의 갑작스러운 탈락을 모의하고 계통의 주파수 변동 특성
과 각 DFIG 풍력발전기의 dynamic response를 확인하였다.
모의에 적용된 풍속은 다음의 그림 5.1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체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nitial state: 풍력발전 단지는 최대 출력제어로 운전하며, 이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 전체의 출력은 최대가능출력(40MW) 내외에서 정의
-Event 1(300초): 부하의 감소에 따라 일정용량의 downward reserve
(부하의 10%)의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을 36MW로 제한
(KE optimization strategy)
-Event 2(450초): G3 발전기의 탈락으로 인한 주파수 감소가 발생하
여 풍력발전 단지가 KE discharge control 수행
-Event 3(500초): 풍력발전 단지가 KE discharge mode에서 normal
operation mode로 전환하여 출력제어 수행
-Event 4(600초): 부하 증가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지령이 증
가하여(38MW)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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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모의에 적용된 풍속(모의 2)
모의에 적용된 각 발전기의 출력은 다음의 표 5.9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여기에서는 풍력발전 단지가 다른 발전기들의 최소 발전 제약
때문에 출력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모의하기 위하여 560MW의 유효
전력 부하를 갖도록 모의계통을 구성하였다. 이때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지령은 G1 발전기가 추가적인 부하 감소에 대비하여 최소
가능 출력에서 부하의 10%에 해당하는 downward reserve를 갖도록
계통 운영자가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G1 발전기는 풍
력발전 단지의 출력이 없는 경우 410MW의 발전량을 가지며, 풍력
발전 단지의 출력증가 시에도 항상 최소 375MW 이상의 발전량을
유지하도록(부하의 10%에 해당하는 downward reserve를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지령을 결정하도록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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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각 발전기의 발전량 및 최대, 최소 발전 제약(모의 2)
Unit

발전기TYPE

발전량

최대 발전제약

최소 발전제약

G1

Steam turbine

410(375)MW

540MW

320MW

G2

Gas turbine

60MW

120MW

60MW

G3

Gas turbine

40MW

50MW

40MW

G4

Hydro turbine

50MW

120MW

50MW

560(525)MW

830MW

460MW

총합

5.4.2 모의 결과 및 분석
Initial State
모의 초기에는 풍력발전 단지가 계통 운영자에 의한 출력제어를 받
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이에 따라 상위제어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지령(Pref,i)은 1pu로 고정된다. 풍력발전 단지는 최
대 출력제어를 수행하며, 그 결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은 주어진
풍속에서 최대 가능출력(40MW)에 가깝게 결정된다.
Event 1: 300초,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300초에서 계통 운영자가 부하변동과 G1 발전기의 최소 발전 제약
을 고려하여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지령을 36MW(10% de-loading)로
결정한다고 가정하였으며,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를 위해 상위제
어 시스템은 풍속예측을 바탕으로 KE optimization strategy에 따라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결정하도록 하
였다. 다음의 표 5.10은 300초 이후 풍속예측과 각 풍력발전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를 정리한 것으로 변화하는 풍속에서도 각
풍력발전기와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이 이에 따라 정확하게 제어되
는 것을 그림 5.14과 5.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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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KE optimization - de-loaded power reference (모의 2, 300초)
De-loaded
WT #

vwind

ωr,opt(pu)

Pavail(MW)

1

9.8

0.98

2
3
4

9.2
8.8
9.6

0.92
0.88
0.96

5

9.0

0.90

총합

operation

Pref,i(MW)

ωDL,i(pu)

KE (MWs)

9.367

8.588

1.200

21.914

7.750
6.782
8.805

6.958
5.974
8.023

1.151
1.120
1.183

21.881
22.025
21.878

7.248

6.456

1.135

21.932

39.952

35.999

109.629

Event 2: 450초, G3의 탈락에 따른 frequency support control
450초에서는 발전기 G3의 탈락으로 인해 계통에 심각한 주파수 감
소가 발생하여 풍력발전 단지가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에
따라 출력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모의하였다. 이때 각 DFIG 풍력발
전기들의 ΔPKE는 확보된 KE reserve를 고려하여 3초의 discharge time
(TD)동안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 5.14와 5.15에서는 각각 개별 DFIG 풍력발전기와 풍력발전 단
지가 발전기 G3의 탈락시점에서 정해진 discharge time 동안 계통에
frequency support를 위한 추가적인 출력을 제공하고, KE reserve가
소진된 후에는 최대 출력제어 모드에서 운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가
주파수 제어에 참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
성의 차이는 그림 5.1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 단지의 주
파수 제어 참여에 따라 사고 시 계통의 최저주파수가 59.67Hz에서
59.82Hz로 증가하고 주파수 감소율 역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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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3: 500초, normal operation mode로의 전환
본 모의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풍력발전 단지가 추가적인 출력
을 제공하는 frequency supporting time(Tsupport)을 50초로 정의하였으
며, 주파수 제어 시작부터 50초 후에는 다시 각 풍력발전기가 기존
의 de-loaded power reference에 따라 제어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
라 500초에서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이 주파수 사고 이전의 출력제
어 지령에 따라 36MW로 회복되게 되는 것을 그림 5.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vent 4: 600초, 부하의 증가에 따라 출력제어 지령의 변경
600초에서는 계통의 부하가 다시 증가하여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지
령이 36MW에서 38MW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변화하게 된다. 다음의 표 5.11은 새로운
출력지령(36MW)를 기준으로 KE optimization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
내며, 이에 따른 각 풍력발전기의 출력 및 회전자 속도의 변화, 풍
력발전 단지의 출력 변화는 각각 그림 5.14와 5.16, 5.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11 KE optimization - de-loaded power reference (모의 2, 600초)
De-loaded
WT #

vwind

ωr,opt(pu)

Pavail(MW)

1

9.8

0.98

2
3

9.2
8.8

0.92
0.88

4

9.6

5

9.0

총합

operation

Pref,i(MW)

ωDL,i(pu)

KE (MWs)

9.367

8.970

1.132

14.739

7.750
6.782

7.359
6.394

0.96

8.805

8.410

1.077
1.041
1.114

14.373
14.157
14.612

0.90

7.255

6.866

1.059

14.262

39.959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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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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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풍력발전기 group 1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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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풍력발전기 group 2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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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풍력발전기 group 3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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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풍력발전기 group 4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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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풍력발전기 group 5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
그림 5.14 DFIG 풍력발전기의 최대 가능출력 및 출력변화(모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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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풍력발전 단지의 최대 가능출력과 출력변화(모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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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풍력발전기 group 1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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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풍력발전기 group 2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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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풍력발전기 group 3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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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풍력발전기 group 4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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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풍력발전기 group 5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
그림 5.16 풍력발전기의 최적 회전자 속도 및 회전자 속도
변화(모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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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주파수 제어에 따른 사고 시 계통의 주파수 변동 특성
비교(모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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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의 주파수 제어 능력 및 안정도 향상을 위
하여 DFIG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풍
력발전 단지의 최적 출력제어 전략(optimal generation control strategy)
을 제안하고, DFIG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de-loaded operation 및 주
파수 제어 참여를 위한 제어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최대 출력제어를 비롯하여 DFIG 풍
력발전기의 출력제어 방안과 다양한 주파수 제어 참여방안에 대해
서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풍력발전 단지의 상위제어 시스템
(supervisory control system)을 고려한 de-loaded control scheme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출력제어 시 증가하는 운동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KE discharge control 기반의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함께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에서는 DFIG 풍력발전기가 회전자
속도를 기준으로 최대출력곡선에서 최대 가능출력을 산정하고 이를
상위제어 시스템에서의 출력지령과 비교하여 출력을 제한하도록 제
어기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급격한 풍속변화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제어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제안하는 de-loaded control scheme과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
을 통해, 심각한 주파수 감소가 발생 시 DFIG 풍력발전기가 출력제
어로 확보된 예비력과 증가된 운동에너지(KE reserve)를 함께 활용하
여, 사고 초기에 계통의 주파수 제어에 강력한 contribution을 제공하
고 안정적으로 MPPT control 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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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풍력발전 단지의 주파수 제어 능력(frequency support capability)
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풍력발전 단지 내 개별 DFIG 풍력발전
기의 de-loaded power reference을 운동에너지 측면에서 최적화하는
출력제어 전략(KE optimization strategy)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풍
력발전기의 운전조건과 Cp characteristic equation에서 출력제어 시 회
전자 속도와 출력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하고, 풍력발전 단지 단위에
서 KE reserve의 합을 목적함수로 하는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풍력발전 단지가 제안하는 출력제어 전략에 따라 개별 풍력
발전기의 최적제어를 수행하는 동시에 계통 운영자의 운전지령에
따라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상위제어 시스템
의 구성을 함께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방안과 풍력발전 단지의 출력제어
전략의 검증을 위해 다수의 동기발전기로 구성된 독립계통에서 풍
력발전 단지의 연계 운전을 모의하였으며, PSCAD/EMTDC를 이용한
사례연구 결과는 제안하는 제어방안과 출력제어 전략이 계통의 안
정적인 주파수 제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풍력발전 점유율의 증가에 따라 점차 DFIG 풍력발전기의
출력제어와 주파수 제어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위
제어 시스템 또는 계통 운영자의 출력제어를 고려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가지며, 개별 DFIG 풍력발전기의
제어뿐만이 아니라 풍력발전 단지의 주파수 제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의 제어시스템 개발이나
풍력발전 단지들의 상위제어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거나, 최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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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PMSG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를 포함한 full-scale converter type의 풍력발전기의 출력제
어 및 운전전략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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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DFIG 풍력발전기의 모델링 및
주요 Parameter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DFIG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풍력발전 단지를
소규모 독립계통(4기의 발전기로 구성)에 연계하여 모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simulation 부담을 줄이고 모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DFIG
풍력발전기의 converter system을 실제 switching model로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전원(ideal source)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실제
로 switching model을 이용한 DFIG 풍력발전기의 모델링은 전압 사
고 시 converter system의 transient 응답을 확인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력제어의 모의에는 이상전원을 이용한 모델링만으로
충분한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그림 A.1은

PSCAD/EMTDC 상에서 구현된 DFIG 풍력발전

기의 모델을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유도발전기와 변압기, 이상전원,
그리고 turbine model로 DFIG 풍력발전기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A.1 DFIG 풍력발전기 모델(PSCAD/EMT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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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G 풍력발전기의 turbine model과 유도발전기(PSCAD simulator 라
이브러리에 포함된 “Wound Rotor Induction Machine model”을 이용)
의 모델링에 사용된 세부 parameter는 다음의 표 A.2와 A.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A.1 DFIG 풍력발전기 – 유도발전기의 세부 parameter
Rated Power

2 MW

Rated Voltage (L-L)

0.69 kV

Base Angular Frequency

376.99 rad/s

Angular Moment of Inertia (J=2H)

5.7267 s

mechanical damping

0.01 pu

Stator Resistance, Rs

0.0054 pu

Rotor Resistance, Rr

0.00607 pu

Magnetizing Inductance, Lm

4.362 pu

Stator Inductance, Ls

0.102 pu

Rotor Inductance, Lr

0.11 pu

표 A.2 DFIG 풍력발전기 – turbine model parameter
Blade Radius
Air Density
Pole Pair
ωturbine base
ωrotor base

39 m
1.225kg/m3
1
1.6218 rad/s
376.99 rad/s

Gear ratio
Kopt

232.45
300662.11

TSR for Cp,max

6.325

Cp,max

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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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모의 계통 내 발전기 모델링 및
주요 Parameter
B.1 G1: Steam Turbine
발전기 G1은 steam turbine으로 모델링되었으며, 모델링에 필요한 세
부 parameter는 실제 국내 제주계통에서 운전 중인 화력발전기(제주
TP#2)의 PSS/E dynamic model data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G1 발전
기의 세부 모델링은 크게 동기발전기 모델(GENROU)과 터빈 및 조
속기 모델(IEEEG1), 그리고 여자기 모델(EXAC2)로 구분된다.
동기발전기(GENROU)
동기발전기의 경우 PSCAD/EMTDC simulator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Synchronous Machine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
으며, 모델링에 사용된 동기발전기의 세부 parameter는 다음의 표
B.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B.1 동기발전기의 세부 parameter – G1
H
Xd
Xd'

5.4 s
1.456 pu

Xl
Xq

0.161 pu
1.405 pu

0.206 pu

Xq'

Xd"
Td0'

0.147 pu
3.735 s

Xq"
Tqo'

0.500 pu
0.147 pu

Td0"

0.032 s

Tq0"

-Rated RMS Line-to-Neutral Voltage: 7.976[kV]
-Rated RMS Line Current: 20.08[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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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s
0.080 s

터빈 및 조속기 모델(IEEEG1)
Steam turbine의 모델링을 위해 1981 IEEE type 1(IEEE recommended
general model for steam turbine and speed governing system) model이
G1 발전기의 터빈과 조속기 모델링에 적용되었으며, 이때 IEEEG1
model의 block diagram과 세부 parameter는 다음의 표 B.2와 그림 B.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B.2 터빈 및 조속기 모델의 세부 parameter - G1
K

20

T3

0.25 s

U0

0.1

T4

0.2 s

UC

-0.2

T5

5 s

Pmax

0.8674 pu

K1

0.3

Pmin

0.4 pu

K3

0.7

T1 = T2 = T6 = T7 = K2 = K4 = K5 = K6 = K7 = K8 = 0

그림 B.1 IEEEG1 model의 block diagram
여자기 모델(EXAC2)
여자기 모델의 경우는 PSCAD/EMTDC simulator의 기본 라이브러리
에 포함된 “AC2A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링되었으며, 실제 모델링
에 사용된 여자기 모델의 세부 parameter는 다음의 표 B.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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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3 여자기 모델의 세부 parameter - G1
AC2A forward path parameters

AC2A Exciter

parameters

TC

1.0 s

KF

0.0221pu

TB

1.0 s

TF

1.0s

KA

482pu

KE

0 pu

TA

0.02 s

TE

0.6 s

VAmax

70 pu

VFEmax

4.4 pu

VAmin

-70 pu

KE

1.0 pu

KB

1.0 pu

KC

0 pu

VRmax

17.2 pu

KD

0 pu

VRmin

-15.2 pu

SE(VE1)

0.63 pu

VE1

3.29 pu

SE(VE2)

0.6 pu

VE2

2.47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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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G2: Gas Turbine
발전기 G2는 gas turbine으로 모델링되었으며, 모델링에 필요한 세부
parameter는 실제 국내 계통에서 운전 중인 화력발전기(보령GT#1)의
PSS/E dynamic model data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G2 발전기의 세
부 모델링은 크게 동기발전기 모델(GENROU)과 터빈 및 조속기 모
델(GAST)로 구분할 수 있다[38].
동기발전기(GENROU)
동기발전기의 경우 PSCAD/EMTDC simulator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Synchronous Machine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
으며, 모델링에 사용된 동기발전기의 세부 parameter는 다음의 표
B.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B.4 동기발전기의 세부 parameter - G2
H
Xd
Xd'
Xd"
Td0'

6 s
2.102 pu
0.248 pu
0.160 pu
4.117 s

Xl
Xq
Xq'
Xq"
Tqo'

0.12 pu
1.95 pu
0.50 pu
0.395 pu
0.16 s

Td0"

0.034 s

Tq0"

0.07 s

-Rated RMS Line-to-Neutral Voltage: 7.976[kV]
-Rated RMS Line Current: 5.02[kA]
터빈 및 조속기 모델(GAST)
G2 발전기의 터빈 및 조속기 모델링에는 GAST model이 적용되었으
며[38], GAST model의 세부 parameter와 block diagram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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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B.5 터빈 및 조속기 모델의 세부 parameter - G2
R

0.08

KT

2

T1

0.4

Vmax

1

T2

0.1

Vmin

0.05

T3

3

Dturb

0

Load limit

0.9

그림 B.2 GAST model의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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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G3: Gas Turbine
발전기 G3은 gas turbine으로 모델링되었으며, 모델링에 필요한 세부
parameter는 실제 국내 제주계통에서 운전 중인 화력발전기(제주
GT#3)의 PSS/E dynamic model data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G3 발전
기의 세부 모델링은 크게 동기발전기 모델(GENROU)과 터빈 및 조
속기 모델(GAST), 그리고 여자기 모델(IEEEX2)로 구분할 수 있다.
동기발전기(GENROU)
동기발전기의 경우 PSCAD/EMTDC simulator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Synchronous Machine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
으며, 모델링에 사용된 동기발전기의 세부 parameter는 다음의 표
B.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B.6 동기발전기의 세부 parameter - G3
H
Xd
Xd'
Xd"
Td0'

1.86 s
1.94 pu
0.2259 pu
0.1723 pu
10.4 s

Xl
Xq
Xq'
Xq"
Tqo'

0.15 pu
1.92 pu
0.402 pu
0.1723 pu
0.83 s

Td0"

0.03 s

Tq0"

0.055 s

-Rated RMS Line-to-Neutral Voltage: 7.976[kV]
-Rated RMS Line Current: 2.92[kA]
터빈 및 조속기 모델(GAST)
G3 발전기의 터빈 및 조속기 모델링에는 G2와 마찬가지로 GAST
model이 적용되었으며[38], 적용된 GAST model의 세부 paramet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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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block diagram은 다음과 같다.
표 B.7 터빈 및 조속기 모델의 세부 parameter - G3
R

0.05

KT

2

T1

0.4

Vmax

1

T2

0.1

Vmin

0.05

T3

3

Dturb

0

Load limit

0.9

그림 B.3 GAST model의 block diagram
여자기 모델(IEEEX2)
G3 발전기의 여자기는 PSCAD/EMTDC simulator의 기본 라이브러리
에 포함된 “AC5A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링되었으며, 실제 모델링
에 사용된 여자기 모델의 세부 parameter는 다음의 표 B.8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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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8 여자기 모델의 세부 parameter - G3
TR

0.022 s

KE

1.00 pu

KA

413 pu

TE

0.70 s

TA

0.02 s

KF

0.024 pu

TB

0 s

TF1

0.47 s

TC

0 s

TF2

1.40 s

VRmax

3.5 pu

E1

3.25 pu

VRmin

3.5 pu

SE(E1)

0.02 pu

E2

5.00 pu

SE(E2)

0.80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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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G4: Hydro Turbine
발전기 G4는 hydro turbine으로 모델링되었으며, 모델링에 필요한 세
부 parameter는 실제 국내계통에서 운전 중인 수력발전기(충주#1)의
PSS/E dynamic model data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G4 발전기의 모
델링은 크게 동기발전기 모델(GENSAL)과 터빈 모델(HYTUR1), 조
속기 모델(HYGOV3)로 구분할 수 있다.
동기발전기(GENSAL)
동기발전기의 경우 PSCAD/EMTDC simulator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Synchronous Machine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
으며, 모델링에 사용된 동기발전기의 세부 parameter는 다음의 표
B.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B.9 동기발전기의 세부 parameter - G4
H
Xd
Xd'
Xd"
Td0'

1.86 s
1.94 pu
0.2259 pu
0.1723 pu
10.4 s

Xl
Xq
Xq'
Xq"
Tqo'

0.15 pu
1.92 pu
0.402 pu
0.1723 pu
0.83 s

Td0"

0.03 s

Tq0"

0.055 s

-Rated RMS Line-to-Neutral Voltage: 7.976[kV]
-Rated RMS Line Current: 5.02[kA]
터빈 모델(HYTUR1)
수력발전기의 터빈의 경우 PSCAD/EMTDC simulator의 기본 라이브
러리에 포함된 “HYTUR1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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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델링에 사용된 세부 parameter는 다음과 같다.
표 B.10 터빈 모델의 세부 parameter – G4
Head at rated condition

1.0 pu

Output power at rated condition

1.0 pu

Gate position at rated condition

1.0 pu

Rated no-load flow

0.08 pu

TW

2.0 s

fP

0.0 pu

D(turbine damping)

0.2 pu

조속기 모델(HYGOV3)
수력발전기의 조속기는 PSCAD/EMTDC simulator의 기본 라이브러리
에 포함된 “HYGOV3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모
델링에 사용된 세부 parameter는 다음과 같다.
표 B.11 조속기 모델의 세부 parameter – G4
Deadband value

0.0 pu

TP

0.05 s

RP

0.05 pu

TR

6 s

Gmax

1.0 pu

Rt

0.5 pu

Gmin

0.3 pu

Tg

0.5 pu

MXGTOR

0.167 m/s

MXGTCR

0.167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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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tion Control Strategy for Wind Farm
Considering Inertia of Wind Turbine
Gi-Chan Pyo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proposes a new generation control strategy for wind
farm which consists of DFIG systems with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primary frequency response of the system
A new de-loaded control scheme to operate DFIG system according to
the power reference from supervisory control stably is presented first in
the paper. Proposed de-loaded control scheme is on the assumptions
that supervisory control of wind farm provides the power references for
DFIG systems when the wind farm is required to be de-loaded, and
aims to enable DFIG systems to regulate their power outputs constantly
according to those power references under varying wind speed. In the
proposed approach, supervisory control system is supposed to determine
power references based on wind forecasting, and a control to restrict
the power output under maximum power extraction curve with respect
to the rotor speed is adopted. This makes DFIG system operate stably
by preventing excessive decrease of rotor speed even when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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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s defined as larger than the maximum available power due to
wind forecasting errors or unpredicted decrease of wind speed.
Next, a frequency support control based on the KE discharge method is
discussed. The de-loaded operation with the proposed control scheme
makes the rotor speed increased with respect to the optimal rotor speed
for a given wind speed, and it means that the kinetic energy stored in
rotating masses is also increased when DFIG system is de-loaded. The
proposed frequency support control aims to provide larger contribution
for the short-term frequency regulation by using this increased KE, KE
reserve. For the purpose, a KE discharge control which utilizes the KE
reserve as a fast reserve is adopted in this approach, and coordination
with the de-loaded control scheme proposed is considered in order to
prevent DFIG systems from being unstable due to the excessive KE
discharging.
In addition, for enhancing the frequency support capability of wind
farm, KE optimization strategy is proposed in this dissertation. The
frequency support capability of DFIG system with proposed frequency
support control heavily depends on KE reserve obtained from de-loaded
operation as well as generating margin. It means that the frequency
response of the system can be improved by organizing the de-loaded
operations of individual DFIG systems with regards to the KE reserve
when the wind farm is de-loaded. Therefore, in the proposed approach,
KE optimization strategy which maximizes the sum of KE reserve at
wind farm level is adopted to determine the de-loaded power reference
for each DFIG systems. Then the configuration of supervisor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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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o regulate the power output of wind farm constantly according
to the power reference from system operator under varying wind speed
is also discuss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generation control strategy is tested
in several simulation studies using PSCAD/EMTDC.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generation control strategy works properly and the
frequency response of the system can be improved with the frequency
support from wind farm significantly.

Keywords: De-loaded control, DFIG wind turbine, Frequency control,
Wind farm control, Wind generation control
Student Number: 2006-3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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