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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f DFIG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for real-time simulation. For real-time simulation, 

the real-time digital simulator (RTDS) and its user friendly interface 

simulation software (RSCAD) are used. 2.2MW grid-connected 

variable speed DFIG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is model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Stator-flux oriented vector control scheme is 

applied to stator, rotor side converter control, and back-to-back PWM 

converters are implemented for the decoupled control. The real-wind 

speed signal extracted by an anemometer is used for realistic and 

accurate simulation analysis. Block diagrams for DFIG and control 

scheme of stator, rotor-side are introduced. Real-time simulation 

cases are carried out and analyzed for the validity of this work.

1. 서    론

  신재생에 지원  풍력 에 지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리 사용되어 
온 에 지원이다. 오늘날 풍력발 시스템은 설치량이 가장 많은 유럽을 
심으로  세계에 걸쳐 빠르게 보 되고 있다. 풍력에 지의 가변 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량제로와 높은 효율, 낮은 운 비용 등 매
력 인 장 들로 인해 풍력발 시스템은 신재생에 지시장에서 가장 주
목을 받는 시스템이다. 풍력발 시스템 련 기술은 빠르게 발 하고 있
으며, 그에 한 모델링  시뮬 이션 기법들도 복잡해지고 있다 [1].
  DFIG는 재 리 쓰이는 풍력발 시스템의 한 유형으로 권선형유도
발 기가 쓰이며 고정자는 계통과 고정 주 수로 연결되어 있고, 회 자
는 back-to-back PWM 컨버터와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2MW 계통연계형 가변속 DFIG 풍력발 시스템이 
RTDS/RSCAD를 이용하여 구 되었다. RTDS/RSCAD는 외부 실제 신
호를 이용, 실제에 가까운 시뮬 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보
다 사실 이고 정확한 연구를 지원하는 실시간 시뮬 이터 장비이다. 실
제 풍속에 한 DFIG 풍력발 시스템의 응답을 찰하기 해 풍속계
로부터 입력되는 풍속신호를 RTDS에 연결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독립제어를 해 back-to-back PWM 컨버터에 해 Stator-flux 기
반의 벡터 제어 방법이 용되었으며 실제 이스에 한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2. 본    론

  2.1 DFIG와 back-to-back 컨버터의 제어

  2.1.1 DFIG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조

<그림 1> DFIG 풍력발전시스템

  

  DFIG의 ‘이 여자’란 표 은 고정자 압이 계통으로부터 인가되고, 회
자 압은 회 자측 컨버터로부터 유도된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림 1>은 DFIG 풍력발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back-to-back PWM 컨버터는 고정자측과 회 자측 이 게 두 개의 컨
버터가 DC-link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회 자측 컨버터는 회
자 류성분을 이용하여 유무효 력을 제어하고, 고정자측 컨버터는 
DC-link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단 역률의 운 을 보장한다. 
  회 자의 상태에 따라 유도기는 발 기 혹은 동기의 역할을 가진다. 
동기 상태를 넘어 운 될 때 유도기는 계통에 력을 공 한다. 반 의 
상태에서 유도기는 력을 공 받는다 [1]. 

  2.1.2 고정자측 컨버터 제어
  고정자측 제어는 회 자 력의 방향과 용량의 변화에 계없이 
DC-link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주목 이 있다. Stator-flux 
기반의 벡터 제어 방법은 고정자측 제어에서 d-q 축 성분 간의 독립제
어를 가능하게 한다 [2-4]. 

<그림 2> 고정자측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2>에 표 되었듯이 고정자 류의 제어를 해 PI제어기가 사
용되었으며 DC-link 압을 유지시키기 한 폐루  제어 방식이 사용
되었다. 

  2.1.3 회전자측 컨버터 제어
  회 자측 제어의 가장 큰 목 은 유무효 력의 독립 인 제어이다. 회
자 역시 d-q축 성분을 이용한 제어를 하며, 보상성분을 제외하자면 
각각 독립된 제어가 되도록 구 되었다 [2-4]. 

<그림 3> 회전자측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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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피치각 제어
  피치각제어는 정격속도 이상의 풍속에 해서 풍력터빈의 블 이드 
각을 변화시킴으로써 공기역학 인 효율에 제동을 걸어 회 자의 속도
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하는 제어방법이다. 정격속도 이상의 풍속은 
회 자의 속도를 계속 증가시키며 풍력 터빈과 유도발 기에 악 향을 
미친다. 실제로 피치각은 풍속의 변화에 따라 즉각 으로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deg/s)안에서 변화하도록 되어있다 [1,5]. <그림 4>에 
Proportional Gain 블록을 사용한 피치각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
하 다.

<그림 4> 피치각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 
  
  2.2 사례연구

  2.2.1 DFIG 풍력발전시스템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

<그림 5> 풍력발전시스템 실시간 시뮬레이션 구조도 

  <그림 5>는 DFIG 풍력발 시스템의 실시간 시뮬 이션 환경에 한 
구조도이다. 풍속계에서 추출된 풍속신호는 RTDS의 GTAI카드 입력을 
해 ±10V 이내로 가공되어 연결된다. RTDS와 Workstation은 랜을 통

해 연결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교환된다. RSCAD는 PSCAD
와 같은 유 인터페이스 시뮬 이션 소 트웨어로써 Workstation에서 
구동된다.
  RSCAD를 이용하여 2.2MW 정격의 계통연계형 가변속 DFIG 풍력발
시스템을 구 하 으며, Cut-in, 정격 속도는 약 6, 12m/s이다. 풍력터

빈의 정격 출력은 2.0MW이고, DFIG와 계통의 압은 0.69, 4.16kV 
L-L rms이다. 고정자측 컨버터가 유지시키는 DC-link의 압은 
1.738kV이며, 무효 력 보상 필터의 용량은 0.22Mvar이다. 

  2.2.2 실시간 풍속 시뮬레이션
  실제 풍속을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에 연결하여 풍속변화에 따른 
피치각변화와 출력량  회 자속도, DC-link 압 변화를 찰하 다. 
체 시뮬 이션 시간은 30 이며 연산간격은 50μs로 설정하 다. <그
림 6>을 보면 풍속이 터빈의 정격 풍속인 12m/s를 넘는 시 부터 피치
각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치각은 회 자 속도와 유효
력 출력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6> 실제 풍속변화에 따른 피치각 변화 

  6m/s와 12m/s사이의 풍속에서 유효 력 출력량과 회 자 속도가 서
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격풍속 12m/s이상의 속도에서는 회

자속도가 기 치를 넘기 때문에 피치각 제어에 의해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한 유효 력 출력량도 정격인 2.2MW 부근으로 유지된다.

<그림 7> 실제 풍속변화에 따른 유효전력 변화

<그림 8> 실제 풍속변화에 따른 회전자 속도 변화

<그림 9> 실제 풍속변화에 따른 DC-link 전압 변화

   그림에서 고정자측 컨버터가 풍속변화에 계없이 DC-link의 압
을 1.73kV 부근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킴을 알 수 있다.

3. 결    론

  실제 풍속을 이용한 2.2MW 정격의 계통연계형 가변속 DFIG 풍력발
시스템을 구 하 다. 실시간시뮬 이션을 하여 RTDS/RSCAD와 
풍속계가 사용되었다. 고정자측과 회 자측 컨버터에서 d-q성분의 독립
인 제어를 해 back-to-back PWM 컨버터에 해 Stator-flux 기반
의 벡터 제어와 정격풍속 이상의 풍속에서 동작하는 피치각제어가 용
되었다. 제어시스템의 검증을 해 실제 풍속을 용한 이스에 해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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