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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속 추종을 통한 DFIG 시스템의 LVRT 기법

LVRT Scheme for 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 Systems 
Based on Flux Tracking Method

박 선 *․   환**․이 동 명†  

(Sun-Young Park․Yeong-Han Chun․Dong-Myung Lee)

Abstract  -  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DFIG) systems occupy the largest proportion of worldwide wind energy 

generation market. DFIG systems are very sensitive to grid disturbances especially to voltage dips due to the structure 

of the stator connected to grid. In the past, when a grid fault occurs generators are separated from grid(trip method) in 

order to protect the systems. Nowadays, due to the growing penetration level of wind power, many countries have made 

some requirements that wind turbines are required to have Low Voltage Ride Through(LVRT) capability during grid 

faults. In this paper, a flux tracking LVRT control strategy based on system modeling equations is propos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trategy is verifi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Key Words : LVRT, DFIG system, Voltage dips, Flux tracking, Grid fault

* LG Electronics Co., Ltd, Korea

**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College of Hongik 

University,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College of Hongik University, Korea

E-mail : dmlee@hongik.ac.kr

Received : February 19, 2013; Accepted : May 31, 2013

1. 서  론 

  

최근 신재생 에 지 분야   세계 으로 각 받고 있는 

풍력 에 지 발  분야는 바람에 의한 물리  에 지를 이용하

여 기를 생산해내는 친환경 발  시스템 연구 분야이다. 화

석 연료의 고갈 기  환경오염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기술 발  흐름에 발맞춰 최근 20년 사이 풍력 발

을 비롯한 신재생 에 지 시장의 규모가 속히 증가되어 왔

다. 최근 2012년 WWEA(World Wind Energy Association)의 

상반기 리포트[1]에 따르면 세계 총 풍력 에 지 설비 용량이 

254GW로 작년 상반기 비 16.4%나 증가함으로써 풍력 에

지 시장의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에 규모 해당풍력단지가 건설될 

정이며 그린 에 지 실증 단지로 선정된 울릉도에 풍력 에

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 지 력 기술을 통한 녹색섬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풍력 발  에 지의 심과 수

요가 높아지면서 발  시스템의 계통 연계  제어, 안정성 보

장 기술 등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과 집결되는 요한 연구 

과제로 부상하 다.

풍력 발  시스템은 구조에 따라 크게 4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2]. 재 세계 유수의 풍력 발 기 제조회사들이 주로 채

택하고 있는 이 여자유도발 기 시스템, DFIG(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는 타입 3에 해당하며 크게 back-to-back 

PWM 컨버터, DC-link 압단 커패시터, 권선형 유도기로 구

성되어 있다. DFIG 시스템은 발 기의 고정자가 계통에, 회

자가 back-to-back 컨버터에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 DFIG는 

유효  무효 력 제어가 용이하며 가변풍속 방식으로 블

이드, 즉 발 기의 회 자 속도와 상 없이 항상 일정한 계통 

주 수를 유지할 수 있다. 발 기와 컨버터의 용량이 같은 

Full 컨버터 풍력 발 기 시스템, 타입 4와 달리 DFIG의 컨버

터는 발 기 용량의 30% 정도이다. 이러한 장 들로 인해 

DFIG는 재 풍력 발 기 시장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시

스템 타입이다.

재  세계 으로 가장 리 채택되고 있는 DFIG 시스템

은 발 기의 고정자가 계통에 직  연결되는 구조로 인해 계통 

외란에 해 매우 민감한 취약 을 가진다. 과거에는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지속 시간과 상 없이 시스템 보호를 

해 계통과 발 기를 분리하는 트립(trip)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력망 연계기 (Grid Code)에서는 특정 시간 

안에 제거되는 계통 고장에 해서 발 기와 계통에 분리 없

이 한 보호 제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 따라서, 계통과 연계되는 풍력 발  시스템

은 정상 인 운  제어뿐만 아니라 계통 고장에 한 시스템 

보호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LVRT 기법은 Crow-bar 회로 같은 추가 인 보호 

설비를 구성하여 고장 발생에 비한다. 이러한 추가 설비의 

비용을 감소하기 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소개되었다[4]∼

[6]. 이  본 논문은 논문 [6]을 기반으로 일반 인 유도기의 

동기좌표계 모델링 식을 이용한 자속 추종 LVRT 기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MATLAB/SIMULINK를 이용

한 시뮬 이션을 통해 기법의 타당성을 보인다.

2. DFIG 시스템

 
 2.1 DFIG 시스템 모델링[7]

DFIG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경우 부분의 논문에서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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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속 기  좌표계를 이용한다. 고정자 자속 기  좌표계를 

이용할 경우 회 자 측 컨버터인 RSC(Rotor Side Converter)

의 제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고정자 압  류의 측정값

을 이용하여 고정자 자속을 쉽게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기 좌표계(Synchronously Rotating Reference Frame, 

  )에서의 d-q축 고정자  회 자 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1)


 

 



 

  (2-2)


 

 



  

 (2-3)


 

 



  

 (2-4)

는 고정자 항, 는 고정자 압, 는 고정자 류, 

는 고정자 자속, 은 회 자 압, 은 회 자 류, 

은 회 자 자속, 는 동기 각속도, 은 회 자 각속도를 

의미한다. 슬립 각속도 은 다음과 같다.

    (2-5)

고정자  회 자 자속식은 다음과 같다.


  

 
 (2-6)


  

 
 (2-7)


  

 
 (2-8)


  

 
 (2-9)

은 상호(mutual) 인덕턴스, 는 고정자 인덕턴스, 은 

회 자 인덕턴스를 의미한다. 그림 1은 DFIG의 d-q축 등가회

로를 나타낸다.

그림 1 DFIG의 d-q축 등가회로

Fig. 1 The d-q axis equivalent circuit of DFIG

고정자 자속 기  동기좌표계를 용하기 한 고정자 자속 

상각 검출에 해 간략히 살펴본다. 정지 좌표계(Stationary 

Reference Frame,   )에서 고정자 압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2-10)


 

 



 (2-11)

따라서 정지 좌표계에서의 고정자 자속과 고정자 자속의 

상각은 다음과 같다.


    (2-12)


    (2-13)

  tan 



 (2-14)

 식을 통해 동기 좌표계에서는 고정자 자속을 d-축에 일

치시킴을 알 수 있다.

 2.2 DFIG 시스템 구성

그림 2는 DFIG 체 시스템을 나타낸다. DFIG 시스템은 유

도기, back-to-back 컨버터, DC-link 압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Back-to-back 컨버터는 회 자 측 컨버터(RSC, 

Rotor-Side Converter)와 계통 측 컨버터(GSC, Grid-Side 

Converter)를 의미한다.

그림 2 DFIG 체 시스템

Fig. 2 The overall system of DFIG

 2.3 DFIG 시스템 제어

DFIG 시스템 제어는 RSC 제어와 GSC 제어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  RSC는 고정자 자속 기  벡터제어를 하며 고정

자의 유효  무효 력을 제어한다. 고정자의 유효  무효 

력은 다음과 같다.

  


 
 

 
  (2-1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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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 자속 식 (2-6), (2-7)을 고정자 류에 한 식으로 

정리한 뒤 식 (2-15), (2-16)에 입하면 다음과 같다.

 ≈





 
 (2-17)

 ≈





 
  






 
 (2-18)

만일 고정자 항 값이 매우 작은 값이라면 식 (2-10), 

(2-11)을 통해 고정자 압과 고정자 자속은 90° 상차를 가

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정자 자속 기  동기 좌

표계에서 
  값은 

  값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 되

고 결과 으로 고정자의 유효  무효 력 식은 식 (2-17), 

(2-18)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제어기의 향보상이 잘 이

진다면 고정자의 력은 같은 축의 회 자 류를 통해 독

립 으로 제어 가능하다. 그림 3은 RSC의 체 제어도를 나타

낸다.

그림 3 회 자 측 컨버터 제어도

Fig. 3 The control block diagram of the RSC

GSC는 계통 압 기  벡터제어를 하며 DC-link 압과 계

통으로 공 하는 무효 력을 제어한다. 일반 으로 RSC가 계

통으로 공 하는 무효 력을 제어하기 때문에 GSC는 공  

무효 력을 0으로 제어한다. 계통 측 컨버터 GSC와 계통 사

이는 L 필터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4는 GSC와 계통 간의 회

로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4 L 필터를 가지는 계통 측 컨버터

Fig. 4 The GSC with L-filter

3상 계통 압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9)

  

  (2-20)

  

  (2-21)

계통 압 기  좌표계는 계통 압을 q-축에 일치시킨다. 

3상 압 방정식 (2-19)∼(2-21)을 동기 좌표계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2-22)


 

 


 

 
 (2-23)

계통 측 컨버터에서 계통으로 공 하는 유효  무효 력

은 다음과 같다.

  



 (2-24)

  



 (2-25)

식 (2-24), (2-25)를 통해 DC-link 압은 q-축 류로, 무

효 력은 d-축 류로 제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GSC의 체 제어도를 나타낸다.

그림 5 계통 측 컨버터 제어도

Fig. 5 The control block diagram of the GSC

3. LVRT 제어 기법

 

 3.1 고장 발생 시 시스템 동특성

본 연구는 고장의 형태가 3상 평형 압 고장 발생시 RSC

의 제어에 해 다루도록 한다. 먼  시스템에 이러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

시스템의 손실을 무시한다면 기계  출력 은 고정자 

력 와 회 자 력 의 합과 같다. 만일 계통에 심각한 

수 의 압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정자 력은 속히 

어들게 된다. 일반 으로 발 기 성은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발 기의 가속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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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출력은 큰 변화가 없게 되고 회 자 력은 어든 고

정자 력으로 인해 발 기 출력만큼 증가하게 된다.

    
   ≈

고장 발생 시 갑작스런 회 자 력의 증가는 회 자의 과

압  과 류를 발생시켜 시스템의 동특성을 변화시킨

다. 이러한 회 자의 허용 정격 몇 배 이상의 과 압  과

류는 DC-link 압을 상승시키며 회 자와 회 자에 연

결된 컨버터를 괴시킬 수 있다.

 3.2 기존의 LVRT 제어 기법

계통 고장 발생 시 회 자의 과 압  과 류를 막기 한 

기존의 LVRT 제어 기법  Crow-bar, ESD[11], DVR[12] 등

은 추가  보호 설비를 이용하는 기법이다. 실제 부분의 시

스템에서는 Active Crow-bar[13] 회로 같은 추가 인 보호 설

비를 구성하여 고장 발생에 비한다.

이러한 설비들은 고장에 해 즉각 이고 확실한 제어가 가

능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수 있으나 시스템의 설비비

용을 증가시킨다. 컨버터의 류 지령을 변경하여 회 자의 과

압  과 류를 막는 표 인 방법에는 자기소서 류 기

법[4], 고정자 류 궤환 기법[5] 등이 있다. 이처럼 류의 지

령을 변경하는 기법들은 추가 인 설비비용을 감소시킬 있으

나 정확한 시스템 동특성 분석이 필수 이고 특정 조건에서만 

제어가 가능(feasible region) 할 수 있다.

 3.3 제안하는 LVRT 제어 기법

  본 논문에서는 논문 [6]을 기반으로 계통 고장 발생 시 회

자의 과 류  과 압을 억제하기 한 자속 추종 기법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LVRT 기법은 고장 발생 시 회 자 자속과 

고정자 자속의 차이를 회 자 정격치 이하로 여 Crow-bar

와 같은 추가 보호 설비 없이 회 자의 과 류를 억제시키는 

기법으로 일반 인 유도기 동기좌표계 모델링 식을 이용하며 

RSC 제어에 한 부분만을 다룬다. 

논문 [6]에서 제안하는 부분 자속 추종 기법은 추종 상수 

≤≤값에 따라 자속 추정의 벨을 결정한다. 즉, 회 자 

자속이 추종해야 할 고정자 자속은 가 되어 압 강도

(dip)에 따라 값을 조정, 제어의 성능을 높이는 기법이다. 따

라서 제어기의 자속 지령은 논리 인 근거 신 제어 성능을 

기반으로 정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 [6]에서 사용한 

추종 정수 값 신 고장이 발생할 경우의 계통 연계기 (grid 

code)에 따라 계통에 공 해야 하는 고정자의 유효  무효 

력의 지령 값을 이용하여 회 자 자속이 고정자 자속을 추종, 

회 자 측의 과 류를 억제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의 자속 지령 값 결정 과정은 아래와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먼  고정자 자속 식 (2-6), (2-7)을 고정자 류에 

한 값으로 정리한 뒤 회 자 자속 식 (2-8), (2-9)에 입하

면 다음과 같다.


 



 

 (3-1)


 



 

 (3-2)

  

 식에서  




이며  ≈이라고 하면 회 자 

류는 다음과 같다.


 



 

  (3-3)


 



 

  (3-4)

식 (3-3), (3-4)를 통해 회 자 류는 고정자 자속과 회 자 

자속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 자 정격을 

max라고 하면 고정자 자속과 회 자 자속의 차는 다음과 같은 

범 를 가지게 된다.


 

 ≤max (3-5)

고장 발생 시 압 강하(dip)의 정도에 따라 계통에 최  

력을 공 하거나 공 하는 력을 ‘0’이 되도록 고정자의 유효

력을 제어하기 한 회 자 류의 지령 값을 설정한다. 즉, 

회 자 류(유효 력)의 지령은 고장과 고장 발생 시 시스템

의 조건에 따라 계통 연계기 에서 정한 값을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  후 풍속과 발 기 속도의 큰 변화가 없다

는 가정 하에 고장 직 의 정상 상태 류를 유지하도록 회

자 자속의 q-축 지령 값을 설정한다. 한편, 식 (2-17)을 통해 

유효 력은 
 에 의해 제어됨으로 회 자 자속의 q-축 지령 

값은 다음과 같다.


  

 
 (3-6)

각 나라의 계통 연계기 에 따라 압 강하(dip)에 따른 

류 지령 값을 고려하여 고정자의 무효 력을 제어하기 한 

회 자 자속의 d-축 지령 값을 설정한다. 그림 6은 4장에서 언

할 시뮬 이션에 사용된 제어기 블록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압 강하(dip)에 따라 무효 

력분 류 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회 자 류 값을 지령 

값으로 결정한다. 그림 7은 계통 외란 발생 시 압 강하(dip)

에 따라 결정되는 무효 력분 류(Reactive Output Current) 

지령에 한 독일과 스페인의 계통 연계기 을 나타낸다. 를 

들어 독일 연계기 에 따르면 계통 압이 50% 이하로 떨어지

는 경우 무효 력분 회 자 류 지령은 –1[p.u.]이 된다. 한

편, 식 (2-18)을 통해 무효 력은 
 에 의해 제어됨으로 회

자 자속의 d-축 지령 값은 다음과 같다.


  

 
 (3-7)

식 (3-7)에서 
 는 압 강하(dip)에 따른 계통 연계기

을 만족시키는 무효 력분 류를 의미한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VRT 제어 기법을 나타내

며, 그림 9는 LVRT 제어 기법을 용한 RSC 제어도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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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VRT 제어 블록도(RSC)

Fig.  6 The proposed LVRT control block using MATLAB//SIMULINK(RSC)

그림 7 계통 연계기 (독일, 스페인)에 따른 압 외란 발생 

시 무효 력분 류[14] 

Fig. 7 Reactive output current during voltage disturbances, 

according to the German and Spanish grid codes

그림 8 제안하는 LVRT 제어 기법

Fig. 8 The proposed LVRT control scheme

그림 9 제안하는 LVRT 기법을 포함한 체 제어도

Fig. 9 Overall DFIG Control block diagram with the 

proposed LVRT control scheme

그림 8, 9에서   
 ,   

 은 향 보상 항을 의미하며 다

음과 같다.

  
 



 

 
  (3-8)

  
 



 

 
  (3-9)

4.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는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압 

시뮬 이션을 수행하 고 앞서 언 한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 시스템 블록도이다. 제어 시스템은 고정자 압을 

센싱하여 특정 벨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 운  시 작동되는 

회 자 류 제어기 신 아래의 LVRT 회 자 류 제어기가 

동작되도록 구성하 다. 그림 10은 고장 발생 시 고정자의 

압 그래 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3상 평형 압 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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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그림 11, 12는 3상 평형 압 고장 

발생 시 DFIG 시스템 보호 기법을 (a) 용하지 않은 경우와 

(b) 제안한 LVRT 기법을 용한 경우의 결과 형 비교 그래

이다. 고장은 1.43 에서 시작되어 약 0.2  정도 지속되었고 

압 벨은 정격 압 기 으로 10%이다. 한편, 회 자의 

성과 피치 제어로 인해 회 자 속도는 고장  후 거의 일정

한 상태이다.

그림 10 고정자 압 (계통 압)

Fig.  10 Stator voltage waveform (grid voltage)

그림 11(a)와 같이 압이 발생할 경우 회 자 류는 정

상 상태 비 2∼3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을 보

호하기 한 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림 11(b)를 통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용할 경우 회 자 류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11(a)에서는 고장  회 자 류의 

주 수의 비해서 주 수가 2.2 까지도 감소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그림 11(b)와 같이 제안하는 기법을 용한 경

우에는 고장 복귀 후 회 자 류의 주 수가 고장  주 수

로 빠르게 복귀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림 12(a)의 DC 링크 

압 역시 제안된 기법을 통해 그림 12(b)와 같이 압 상승이 

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회 자 류, (a) 미 용, (b) 제안하는 기법  용

한 경우

Fig. 11 The rotor current waveform (a) without and (b) with 

the proposed method

그림 12 DC-link 압 지령치와 실제치(Vdc 지령치 550V), 

(a) 미 용, (b) 제안하는 기법 용한 경우

Fig. 12 The DC-link voltage and DC voltage reference 

waveform (a) without and (b) with the proposed 

method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유도기 시스템 모델링 식을 통해 

회 자 류와 자속 사이의 계식을 정리한 뒤 고장이 발생

할 경우 back-to-back 컨버터의 류 지령을 자속에 한 지

령으로 변경하여 시스템의 과 류를 막는 자속 추종 기반의 

LVRT 제어 략을 제안하 다. 즉, 제안된 기법은 고장 발생 

시 회 자 자속과 고정자 자속의 차이를 회 자 정격치 이하

로 여 Crow-bar와 같은 추가 보호 설비 없이 회 자의 과

류를 억제시키는 기법이다. 제안된 기법은 계통 연계기 을 만

족하는 류 지령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논리 인 근거를 통해 

자속의 지령 값을 결정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은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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