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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igh wind penetration might cause the frequency stability
problem because a wind power plant (WPP) is operating in a maximum
power tracking mode to extract the maximal energy from wind and
thus does not react to the system frequency variation. Therefore, the
system operators encourage a WPP to participate in frequency control,
which includes inertia/orl and primary control. The frequency support
capability of a WPP depends on the amount of kinetic energy (KE) and
reserve. This paper formulates an optimization problem to maximize KE
while retaining the required reserve. The proposed optimization problem
would allow wind generators (WGs) with a smaller wind speed to
retaine more K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optimization problem
was investigated in a 100-MW WPP consisting of 20 units of 5-MW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s using an EMTP-RV
simulator.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optimization problem
successfully improves the frequency nadir more than a conventional
reserve allocation that distributes WGs proportional to the current
output

1. 서    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의 풍력발전 수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설치 용량이 2013년 기준으로 317 GW이고 2018
년에는 596 GW까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1]. 국내는 2014년 기준으로
605 MW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었고 2027년에 17 GW를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는 풍속에 의해 출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발전기와
같이 주파수 제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풍력 수용률의 증가는 전력시스
템의 주파수 안정도를 하락시킨다.
풍력 수용률이 낮은 계통에서 풍력발전기 제어의 주된 목적은 최대출력

이다. 가변속형 풍력발전기의 등장은 풍력발전기가 풍속에 따라 회전자 속
도를 제어하여 최대출력운전(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PPT)을 가
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풍력 수용률이 높은 계통에서 MPPT 운전은 계통
주파수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풍속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되므로 계통
주파수 안정도를 하락 시킨다.
따라서 풍력 수용률이 높은 전력 시스템의 주파수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통 운영자들은 전력망 연계기준에 풍력단지의 관성응답과 1차 주파
수 제어를 명시하였다. 풍력발전기의 관성제어는 운동에너지를 주파수 변화
율과 주파수 변동량에 비례하게 운동에너지를 계통에 공급하고 주파수 최
저점 향상에 기여한다. 한편 1차 제어는 정상상태에서 보유한 예비력을 이
용하여 주파수 변동량에 따라 출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풍력발전의 예비력
은 풍속에 따른 최대출력과 현재출력의 차이를 의미하며 예비력을 가지기
위해서 풍력발전은 최대효율보다 낮게 운전해야한다. 참고문헌[2]에서는 풍
력발전기의 주파수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비력을 가질 때 운동
에너지를 최대로 증가시켜 주파수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풍력단지는 다수의 풍력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풍력발전기들은 후류효

과에 의해 단지 내 풍력발전기들에게 입력되는 풍속이 감소된다. 따라서
후류효과를 고려하여 풍력 단지제어가 필요하며 풍력단지가 예비력을 보유
할 때에도 후류 효과를 고려한 예비력 할당 방법이 필요하다. 풍속이 증가
할 때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참고문헌[3]에서는 풍속에 비
례하게 풍력단지 예비력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풍력단지
가 보유하는 운동에너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보유해야 하는 예비력을 만족하면서 풍력단지의 운동에

너지를 최대화하는 최적화 문제를 정식화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계통 운영
자가 요구하는 예비력을 만족하면서 운동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주
파수 하락 시 운동에너지를 많이 방출하여 주파수 최저점을 향상할 수 있
다. 20기의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풍력단지를 대상으로 EMTP-RV를 이용
하여 제안한 정식화를 유효성을 검증 하였다.

2. 운동에너지 최대화를 위한 풍력단지의 예비력 분배

2.1 풍력발전기의 예비력 보유 방법
풍력발전기가 예비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대효율보다 낮은 점에서 운전해

야 한다. 예비력을 보유하기 위한 방법에는 그림 1에 나타나듯이 운전 점 A에서
B로 피치 각을 증가시키거나 운전 점 A에서 C로 회전자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 있고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회전자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예비력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운동에너지가 증가되는 반면 피치 각을 이용한 방법
은 예비력은 만족하지만 운동에너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1> 풍력발전기의 예비력 보유 방법

2.2 운동에너지를 최대화를 위한 최적화 문제 정식화
풍력단지내의 풍력발전기들에게 입사되는 풍속은 후류 효과에 의해

달라지고 회전자 속도 운전 범위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 풍력단지가
요구되는 예비력을 만족하면서 운동에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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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풍력발전기의 수, H i는 i번째 풍력발전기의 관성, ωr_i은 i번
째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이다. ωr

opt는 MPPT 운전을 위한 회전자
속도, ωr

max는 최대 회전자 속도, βi는 i번째 풍력발전기의 피치 각, βi
max

는 최대 피치 각이다. 
max 는 풍력단지 최대 이용 가능한 출력이고,

RES는 단지의 예비율이다. ρ는 공기밀도, R은 블레이드 길이, vi는 풍
속, cP,i는 출력계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ωr

max는 1.1 p.u., βi
max는 30°으로

가정하였다.

식 (1)의 목적함수는 단지 내 풍력발전기의 운동에너지의 합이 최대
화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식 (2), (3)에서는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
와 피치 각의 운전범위에 대한 제약조건을 고려하였다. 또한 식 (4)는
풍력단지가 만족해야 하는 제약조건이다.
제안한 최적화 문제는 목적함수가 2차이고 제약조건에 비선형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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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순차 이차 계획법(Sequential
quadra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제안한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였다
[4].

3. 사례 연구

제안한 최적화 문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모델 시
스템을 이용하였다. 5기의 동기발전기의 총 용량은 800 MVA이고 부하
는 600 MW, 9 MVAr를 소비하고 있다. 주파수 하락을 모의하기 위해
70 MW를 출력하고 있는 SG5를 300초에서 탈락시켰다. 풍력단지는 20
기의 5 MW 풍력발전기로 구성하였고 풍력단지 내 각 풍력발전기 간의
거리는 7D인 840 m이다. 여기서 D는 블레이드의 직경으로 120 m이다.
풍력발전기의 기동풍속은 그림 3과 같이 3 m/s, 정격풍속은 11.3 m/s,
종단풍속은 25 m/s이고 정격용량은 5 MW이다.
제안한 최적화 문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풍향이 0°이고 풍속이

11 m/s일 때 성능을 검증하였다. 풍속이 11 m/s 일 때 후류효과를 고려
한 1열, 2열, 3열, 4열에 입력되는 풍속은 11 m/s, 8.8 m/s, 8.5 m/s, 8.4
m/s이다. 또한 RES를 5%로 가정하였으며 예비력을 풍속에 비례하게
할당하는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사례:  풍속 11m/s, 풍향 0°
그림 4b는 풍력단지의 출력을 나타낸다. 외란 이전에 기존방법과 제

안한 방법은 모두 52 MW를 출력하고 있고 5 % 인 2.7 MW를 예비력
으로 보유하고 있다. 외란 이후에는 제안한 방법이 기존방법보다 30
MWs의 에너지를 더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4a에 보이듯이 제
안한 방법의 주파수 최저점은 59.600 Hz이고 기존방법은 59.547 Hz로
최저점이 0.053 Hz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c과 4d는 회전자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한 방법에서 각

열의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는 1.100 p.u., 1.011 p.u., 0.977 p.u.,
0.965 p.u.에서 운전하고 있는 반면 기존방법은 1.100 p.u., 1.049 p.u.,
1.025 p.u., 1.016 p.u.로서 기존방법에 비해 2열, 3열, 4열의 회전자 속도
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안한 방법이 더 많은 운동에너지
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4e와 4f는 피치 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안한 방법에 의한 피치

각은 0°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존방법은 1열의 풍력발전기가 0.7°까지
증가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요구되는 예비력을 만족하면서 단지의 운동에너지를
최대화하는 최적화 문제를 정식화하였다. 제안한 최적화 문제는 풍력단
지의 특성과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풍력단지의 운동에너지를 최대화하였
다.. 제안한 방법은 풍력단지가 더 많은 운동에너지를 보유하게 함으로
서 계통의 주파수 최저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림 2> 모델 시스템

<그림 3> PMSG 출력곡선

(a) 전력망 주파수

(b) 풍력단지 출력

(c) 운동에너지 최적화에 의한 회전자 속도

(d) 풍속비례 할당알고리즘에 의한 회전자 속도

(e) 운동에너지 최적화에 의한 피치 각

(f) 풍속비례 방법에 의한 피치 각
<그림 4> 사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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