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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ind turbines causes instabilities on the grid as their
penetration increase. To mitigate harmful effects from wind turbines,
transmission system operator(TSO) set up some requirements to
obligate for wind generation operator for grid connection. So wind
farm management system(WFMS) has important role to follow
requirement from TSO, WFMS calculates available real power by
considering wake effects, and dispatches real power order to each
wind turbine in wind farm to optimize for decreasing load fatigue. To
verify operation of WFMS, real-time simulator(RTS) is necessary.
This paper deals with RTS configuration to verify WFMS operation.
RTS includes wind farm model and power flow code. Normally, wind
farm equivalent simple model makes wind turbines in wind farm to
one wind turbine mode which cannot verify power flow in wind farm
and WFMS operation. Thus, this paper makes wind farm model
using simple wind turbine model with transfer function. Matlab is
used for make power flow code and wind farm model to impose RTS
and those model is certified by PSCAD/EMTDC.

1. 서    론

미국과 중국을 선두로 풍력발전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유
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1]. 하
지만 풍력발전은 예측이 힘들고 출력변동이 심하여 전력 품질을 악화시
키거나 발전계획 관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계통운영자는 풍력
발전 사업자에게 유효전력 지령이나 역률, 전압변동률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요구조건 내에서 운전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계통운영자 중
energinet, aeso은 무효전력 지령치도 풍력사업자에게 요구한다. 풍력발
전단지 사업자가 지령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풍력단지 내의 각 풍력발
전기들의 제어가 필요하며 각 개별 발전기의 최적 출력을 고려하여 단
지 전체의 출력을 계통운영자의 요구조건에 맞출 수 있는 풍력단지제어
시스템(Wind Farm Management System, WFMS)에 대한 연구가 국내
외로 진행 중에 있다.
풍력발전기 모델은 스위칭 소자가 포함되어있고 단지 모델 구성 시
풍력발전기 모델이 수십 기가 필요하게 되므로 시뮬레이션 시간을 고려
하거나 시제품 확인을 위한 RTS(Real-Time Simulator) 구성을 고려했
을 때 풍력단지 등가 모델 구성이 필수적이다. 풍력단지에서 각 풍력발
전기들의 제어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기의 개별 특성이 반영된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축되어야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풍력발전단지의
모델은 다수의 풍력발전기를 하나의 발전기로 등가화 시키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으므로 각 풍력발전기의 개별 출력을 제어해주는 WFMS의
동작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출력이 모의 가능한 풍력단지 등
가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단지 내의 각 풍력발전기의 개별 출력을 제어
하면서 계통운영자의 출력지령을 추종하는 제어를 수행하는 WFMS의
동작을 모의하고 시제품 모의를 위한 RTS 구성을 위해 개별 풍력발전
기 특성을 고려한 풍력발전단지 등가모델 구성을 하고자 한다. 또 RTS
구성을 위해 전력조류 코드를 구성하고 풍력발전단지 등가모델을 반영
하여 RTS에서 풍력발전단지 모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2. 풍력 발전 단지 등가 모델

  2.1 풍력발전기 등가 모델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의 EMTDC 등가모델은 다수의 풍력발전기를 하
나의 풍력발전기로 등가화 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지만 상기 방식은 개별
제어를 통해 풍력발전단지를 제어하는 WFMS를 모의하는데 있어 적절
하지 않다. 그러므로 개별 풍력발전기의 단순 등가모델을 통해 시뮬레이
션 모의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보상하고자 한다. 우선 등가모델의 검증

을 위해 풍력발전기 상세모델을 구성하였다. PMSG(permanent
magnetic synchronous generator) 타입인 삼성중공업 7MW 발전기를
모델링하였으며 PSCAD/EMTDC를 활용하였다. 모델은 aerodynamics
model을 통해 토크를 계산하고 블레이드와 발전기 연결 축을 2-mass
shaft model을 통해 연결하였다. 컨버터는 PSCAD의 IGBT 소자를 활용
하여 2-level 로 구성하였으며 MPPT 제어를 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은 GH bladed 결과와의 출력특성이 동일함을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100초 간격으로 풍속을 1m/s 씩 증가시킨 결과이다.

<그림 1> PSCAD와 GH bladed 결과 비교 (좌:PSCAD, 우:GH 
bladed)

풍력발전기 상세모델을 바탕으로 단순 등가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전
달함수를 활용해 풍력발전기 모델을 구성하였다. 무효전력의 경우 컨버
터 동작에 의한 결과 출력치 이므로 1차 전달함수를 활용하여 동일한
출력 결과를 구할 수 있지만, 유효전력의 경우 기계적 제어가 복합적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전달함수를 활용하여 완벽하게 동일한 출
력 결과는 구할 수 없지만 구성하고자 하는 RTS의 시뮬레이션 계산 스
텝을 고려했을 때 무시할 수 있는 동특성 오차를 가진 단순 모델을 구
성하였다. 그림 2는 상세모델과 단순모델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유효전
력은 동특성에 오차가 있지만 무효전력은 오차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풍력발전기는 PMSG 타입 발전기이므로 저전압
과 같은 계통 사고 시 풍력발전기의 컨버터 전류 제약이 발생한다. 사고
모의 수행을 위하여 전류제약도 적용하였으며 사고 시 무효전력 제어는
voltage support mode로 동작한다.

<그림 2> 풍력발전기 상세모델과 단순모델 결과 비교

  2.2 풍력발전단지 구성
시뮬레이션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구성은 단순 등가화된 풍력발전기들
을 활용하여 실제 선로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전달함수를 활용한 등가
풍력발전기 모델을 활용하여 풍력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기존에 여러 기
의 풍력발전기를 하나의 풍력발전기로 등가화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풍
력단지 내부 계통을 모사할 수 있고 단지 제어 알고리즘 검증 및 단지
내의 조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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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TS 코드 구성

WFMS는 후류 효과를 고려하여 각 풍력발전기의 피로부하를 줄이고
풍력발전단지의 총 출력량을 증가시키는 목적함수를 통해 각 풍력발전
기로 유효전력 지령치를 전달하는데 이를 모의하기 위하여 실시간 시뮬
레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RTS는 전력조류를 실시간으로 계산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Matlab을 활용하여 전력조류 계산을 구성하였
다.
풍력발전기 모델은 PSCAD/EMTDC로 구성하였던 단순 등가모델의
전달함수와 같은 시지연 값을 활용하여 Matlab discrete 함수를 활용하
여 구성하였다. 저전압 등의 사고 모의를 위하여 컨버터 전류 제약도 구
성하였다. 그림3은 PSCAD와 Matlab의 단순모델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
이다. Matlab의 경우 discrete 시뮬레이션이므로 계단 형식의 결과로 보
여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PSCAD와 Matlab 단순모델 결과 비교 

4. 시뮬레이션

RTS의 시뮬레이션 스텝은 20ms로 하였고 1초부터 1.5초까지 0.5pu
로 계통 저전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모의하였다. 0.5초에 모든 풍력발
전기의 무효전력 지령이 0MVar에서 2.3MVar로 상승하였고 유효전력
출력은 최대 출력인 7MW로 유지하였다.
그림 4는 pcc의 전압을 비교한 그래프로 1초에 전압이 떨어지고 1.5초
에 전압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효전력 지령이 상승하는
0.5초에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의
PSCAD와 Matlab 결과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과도
상태에서 오차가 약간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atlab 결과는
시뮬레이션 스텝이 PSCAD 보다 크고 실효치 기반의 시뮬레이션이므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RTS의 목적이 WFMS의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풍력단지 내 전력조류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는 무시 할 수 있
는 수준이다.
그림 5는 풍력발전기 한 기의 유효전력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 계통
저전압 사고 시 풍력발전기의 컨버터 전류 제약으로 인해 유효전력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유효전력의 경우 과도 상태와
정상상태 일 때 모두 두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은 풍력발전기 한 기의 무효전력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 0.5초
시 0MVar에서 2.3MVar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령치 응
답에 따른 두 시뮬레이션 결과는 과도상태와 정상상태 모두 동일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1초 때 계통 저전압 발생 시 무효전력 출력 역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값은 저전압상황에서 전류제약
을 감안했을 때 출력할 수 있는 최대의 무효전력 값으로서 풍력발전기
의 무효전력 제어 모드가 voltage support mode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전압 발생 시 정상상태의 출력 값은 두 시뮬레이션 모두 동일하
지만 과도상태의 값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PSCAD는 실제 컨버터 전류제약과 동일하게 제어하는데 반해 Matlab에
서는 저전압 상태 일 때 전류 제약 값으로 바로 수렴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시뮬레이션의 과도상태 결과가 다른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저전압 발생 시 무효전력 과도상태 오차 역시 RTS의 입장
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

<그림 4> PSCAD와 Matlab의 pcc 전압 결과 비교

<그림 5> PSCAD와 Matlab의 유효전력 결과 비교

<그림 6> PSCAD와 Matlab의 무효전력 결과 비교

<그림 7> PSCAD와 Matlab의 풍력발전기 전압 결과 비교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풍력단지내의 각각의 풍력발전기로 지령값을 전달하
는 WFMS를 모의하기 위해 풍력발전기 1기를 단순 모델로 구성하여
단지를 구성하고 이를 실시간 시뮬레이터로 구현하기 위해 전력조류 코
드를 구성하여 RTS에서 전력조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하였다. 기존의 풍력발전단지 등가 모델은 다수의 풍력발전기를 한기의
풍력발전기로 등가화하면서 단지 내의 선로, 조류, 단지 제어 알고리즘
등의 반영이 어려운데 비해 제안하는 방안은 과도상태에서의 오차가 존
재하지만 단지 제어 알고리즘 동작 확인, 단지 내의 선로 데이터 반영,
전력 조류 계산이 가능하여 단지제어 알고리즘을 모의하는데 적절한 모
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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