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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a power system with a high wind power penetration
level, the output power of a wind power plant (WPP) might give
negative impacts on the frequency control of a power system. This
paper proposes a power smoothing scheme of a wind turbine
generator (WTG) to reduce the frequency deviation. To do this, an
additional control loop is used, the output of which depends on the
frequency deviation. The gain of the additional loop is determined
depending on the kinetic energy (KE) of a WTG; in the under
frequency condition, the gain is set to be proportional to the
releasable KE of a WTG; otherwise, it is set to the maximum valu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is investigated for 100-MW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 based WPP using an EMTP-RV
simulator under various wind condi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successfully reduces the frequency deviation.

1. 서    론

최근 계통에 연계되는 가변 속도 풍력발전기는 기존 동기기 기반의
발전기와 달리, 출력 제어 모드를 최대 출력제어(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PPT)로 하여 계통 주파수와 무관하게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입력 풍속에 따라 최대가 되도록 제어한다. 이로 인해 풍력 수용률이 높
은 계통에서 외란 발생 시 주파수 변동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풍속 변
동 시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변동하면 계통 주파수 유지에 심각한 영향
을 주게 된다. 특히, 섬 계통과 같이 독립된 계통에 풍력이 연계된 경우,
풍력의 출력 변동성 및 관성제어의 기여도 감소로 인해 계통 주파수 유
지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풍력이 연계된 섬
계통에서 발생하고 있다[1]－[3].
풍력 출력의 평활화를 위해 배터리, 커패시터, 플라이휠 등과 같은 저

장 장치를 이용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4]－[6]. 이와 같은 방법들은
풍력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은 있지만, 별도의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풍력발전기 제어를 통해 풍력발전기 출력
을 평활화하는 제어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7]. 이 방법은 주파수 편차를
이용하여 풍력발전기의 출력 기준값을 계산하는 제어 루프를 추가하여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계통 주파수에 따라 조절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회전자 속도가 최소한계값에 도달했을 때 추가 루프로 인한
출력으로 풍력발전기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
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
파수가 정격 주파수보다 낮고, 회전자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주파수 유
지에 대한 성능이 낮아지는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풍속 변동 시 주파수 유지를 위한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주파수가 정격 주파수 이
하인 경우에는 풍력발전기의 회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 양에 비
례하여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드룹 게인을 현재 회전자 속도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루프를 추가하였다. 한편, 주파수가 정격 주파수 이
상인 경우에는 풍력발전기가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드룹 게
인을 최대값으로 제어한다. 이 경우, 드룹 게인은 회전자 속도에 비례하
지 않는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EMTP-RV를 이중여
자형 유도발전기로 구성된 풍력단지를 구현하여 변동 풍속 시에 성능검
증을 수행하였다.

2. 풍력발전기 평활화 제어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풍
력발전기는 그림 1과 같은 드룹 제어 루프를 가지며, 주파수 편차인 △f
가 0인 경우에는 MPPT 제어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제안한 방법은 주파수 유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풍력발전기의 출
력을 평활화하는 제어 방법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편차를 이용하는 드
룹 제어 루프를 추가한다. 추가한 루프는 주파수 편차와 드룹 게인에 따
라 출력 기준값을 산정한다. 그림 1은 제안한 풍력발전기 출력 평활화
제어 루프를 나타낸다. 풍력발전기의 출력 기준값인 P ref는 2가지 항으로
구성된다. 첫째 항은 MPPT 제어에 의한 출력 기준값인 PMPPT이고, 둘
째 항은 드룹 제어 루프에 의한 출력 기준값인 △P이다.
주파수 하락으로 인해 주파수 편차가 음수인 경우, 풍력발전기는 부

족한 유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회전자의 운동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
풍력발전기가 방출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안한
제어 방법은 출력 가능한 운동에너지에 비례하여 드룹 게인을 결정한다.
출력 가능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과 같이 드룹 게인과 비례한다.




∝∆ (1)

여기서 R은 드룹이다.
식 (1)에서 풍력발전기의 방출 가능한 운동에너지와 드룹의 곱은 일

정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2)

여기서 ∆Emax는 최고한계속도로 운전하는 풍력발전기의 방출 가능한
운동에너지이며, R0는 최대 회전자 속도에서의 드룹으로 본 논문에서는
1 %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드룹 게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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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방출 가능한 운동에너지인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min  (4)

여기서 w와 wmin는 풍력발전기의 현재 회전자 속도와 최소한계속도이다.
반면, 주파수가 상승하여 주파수 편차가 양수인 경우, 풍력발전기는

회전자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기계적인 입력을 감소시켜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한 방법에서는 드룹 게인을 최
대값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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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om: 정격 주파수 fsys: 계통 주파수
1/R: 드룹 게인 △P: 드룹 루프에 의한 출력 기준값
wmax: 최대 회전자 속도 wmin: 최저 회전자 속도
w: 현재 회전자 속도

<그림 1> 제안한 풍력발전기 출력 평활화 제어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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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그림 2는 제안한 풍력발전기 출력 평활화 제어 방법의 성능검증을 위
한 모의계통을 나타낸다. 6기의 동기발전기로 구성된 계통의 설비 용량
은 900 MVA이며, 풍력단지는 100 MW이다. 부하는 고정부하와 모터부
하로 구성되어, 총 600 MW를 소비한다.
평균 풍속이 7.5 m/s 인 변동 풍속에서 40 MW 부하가 변동하는 사

례를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조건에서 기존 방법 [7]와 제안한 제
어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주파수가 정격 주파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출력 기준값을 계산하는데 식 (3)에 의해 계산되어진 드
룹 게인을 사용하고, 주파수가 정격 주파수보다 큰 경우에는 드룹 게인
을 최대값으로 하여 출력 기준값을 계산한다.

사례: 평균 풍속 7.5 m/s, 부하변동 6.7%
그림 3은 사례연구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a는 입력 풍속을 나타내

고, 그림 3b는 부하 변동을 나타낸다. 부하는 전체 부하의 약 6.7 %가
일정 시간 탈락 후 재투입된다. 그림 3c와 그림 3d는 풍력발전기의 회전
자 속도와 유효전력을 나타내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력 풍속의
평균 풍속이 낮아, 회전자 속도 및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e는 계통 주파수를 나타낸 것으로, 부하가 큰 구간에서
는 계통 주파수가 정격 주파수보다 작기 때문에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
법에 의한 풍력발전기 출력이 최대출력제어에 의한 출력과 유사하게 출
력되고 있음을 그림 3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부하가 작은 구간
에서는 주파수가 정격 주파수보다 커지게 되어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감
소시켜야 하는데,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에 의한 풍력발전기 출력이
최대출력제어에 비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출력이 기존 방법보다 많은 출력을 감소하여 계통 주파수의 변동
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기존 방법에 비해 더 평활화되었으며, 풍속 변동 시 계통 주파수
유지 성능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풍속 변동 시 주파수 유지를 위한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계통 주파수가 정격 주파수 이하인 경
우, 제안한 방법은 풍력발전기의 회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 양에
비례하도록 현재 회전자 속도를 이용하여 드룹 게인을 산정한다. 주파수
가 정격 주파수 이상인 경우, 제안한 방법은 드룹 게인을 최대값으로 제
어하는 방법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한 출력 평활화 제어를 수행할
경우, 풍속 변동이나 부하 변동 시에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평활화되며,
주파수 유지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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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의계통

(a) 풍속

(b) 부하

(c) 회전자 속도

(d) 유효전력

(e) 계통 주파수

<그림 3> 사례연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