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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자 속도에 따라 변하는 게인에 기반한 

가변속 풍력발전기 출력 평활화

Power Smoothing of a Variable-Speed Wind Turbine Generator Based on 

the Rotor Speed-Dependent Gain

김 연 희*․강 용 철†

(Yeonhee Kim․Yong Cheol Kang)

Abstract - In a power grid that has a high penetration of wind power, the highly-fluctuating output power of wind turbine 

generators (WTGs) adversely impacts the power quality in terms of the system frequency. This paper proposes a power 

smoothing scheme of a variable-speed WTG that can smooth its fluctuating output power caused by varying wind speeds, 

thereby improving system frequency regulation. To achieve this, an additional loop relying on the frequency deviation that 

operates in association with the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control loop, is proposed; its control gain is modified with the 

rotor speed. For a low rotor speed, to ensure the stable operation of a WTG, the gain is set to be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rotor speed. For a high rotor speed, to improve the power smoothing capability, the control gain is set to be 

proportional to the cube of the rotor spe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is investigated under varying wind 

speeds for the IEEE 14-bus system using an EMTP-RV simulator.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mitigate the output power fluctuation of WTGs caused by varying wind speeds by adjusting the control gain depending 

on the rotor speed, thereby supporting system frequenc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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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풍력발전 수용률이 높은 전력계통은 가변속 풍력발전기의 최

대출력제어 기능으로 인하여 동기발전기로만 이루어진 전력계통

보다 시스템 관성이 작아진다[1, 2]. 이러한 계통에서는 큰 외란 

발생 시에 주파수 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일부 계통 운영자들은 

풍력단지의 출력 증발률에 제한을 두거나, 풍력단지가 계통 주파

수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한다[3, 4].

한편, 풍속이 연속적으로 심하게 변동하면 풍력발전기의 출력

도 심하게 변동되어 계통 주파수를 허용 범위내로 유지하기 어렵

게 된다[5-7]. 특히 풍력발전의 수용률이 높은 경우, 주파수를 

허용 범위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8-10]에 풍력발전기에 배터리, 초전도저장장치, 플

라이 휘일 등의 별도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하는 풍력발전기

의 출력 평활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추가적인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하므로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평활화하는 데는 효

과적이나, 그 효과는 추가로 설치되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용량과 

그 순간의 가용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 방식은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

라,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소모되는 손실로 인하여 경제성이 악화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별도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풍력발전기 출력 평

활화 방식은 풍력발전기의 최대출력제어기에 보조 제어 루프를 

추가하여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출력을 평활화한다

[11, 12]. 이 방식은 가변속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운전 범위가 

동기발전기의 회전자 운전 범위보다 매우 넓은 특성을 이용한다. 

즉, 주파수 편차/주파수 변화율이 양수이면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일시적으로 감소시켜 회전자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음수이면 출

력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회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출력을 평활화 한다. 이 방식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므

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풍력발전기의 회

전자 운전 범위에서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 또

한, 이 방식에서 사용하는 보조 제어 루프의 게인은 고정값이다. 

따라서 게인이 크면 회전자 속도가 낮은 구간에서 풍력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전을 보장할 수 없고, 게인이 작으면 회전자 속도가 

높은 구간에서 출력 평활화 성능이 제한된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자 속도에 따라 변하는 게인에 기반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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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최대출력제어 루프와 주파수 편차 루프를 이용하며, 주파수 편차 

루프의 게인을 회전자 속도에 따라 변경한다. 즉, 회전자 속도가 

동기속도 이하인 구간에서는 회전자 속도가 최저 속도 한계값에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전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도록 주

파수 편차 루프 게인을 정하였고, 회전자 속도가 동기속도 이상

인 구간에서는 출력 평활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파수 편차 

루프 게인을 회전자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도록 정하였다. 제안

한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EMTP-RV를 이용하여 IEEE 

14 모선 시스템을 구현하여, 풍력발전기의 입력 풍속이 연속적으

로 변동하는 경우에 제안한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2. 회전자 속도에 따라 변하는 게인에 기반한 가변속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가변속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운전 범위는 동기발전기의 회전

자 운전 범위보다 매우 넓으므로, 가변속 풍력발전기는 필요에 

따라 회전자의 운동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풍력발전기 회전자의 운동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 또

는 방출하여, 변동풍속에 의해 변동하는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평

활화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에서는 최대출력제어 루

프와 병행하여 주파수 편차 루프를 사용하고, 주파수 편차 루프

의 게인을 회전자 속도를 기반으로 하여 변경한다.

그림 1은 제안한 가변속 풍력발전기 출력 평활화 방식의 블록

도를 나타낸다. 제안한 방식에서 출력 기준값(Pref )은 최대출력제

어 루프의 출력(PMPPT )과 주파수 편차 루프의 출력(ΔP )의 합으

로 구성되며,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1)

PMPPT 는 식 (2)와 같이 회전자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도록 

정하였다[13].

  
 (2)

여기서, kg 는 상수로, 본 논문에서는 0.512로 설정하였다[13].

제안한 방식에서는 ΔP 를 식 (3)과 같이 정하였다.

   (3)

여기서, C0는 상수로, 본 논문에서는 150으로 설정하였으며, 

Ka(ωr)은 회전자 속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게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Ka(ωr)이 회전자 속도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로 정하였다. 

즉, 회전자 속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과도한 제어로 인하여 풍력

발전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게인을 작게 정하였으며, 회전

자 속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성능을 향

상하기 위해서 게인을 크게 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기속도를 기

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Ka(ωr)을 정하였으며, 이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2.1 동기속도 이하인 구간에서의 Ka(ωr)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게인

이 크면 클수록 좋다. 하지만, 회전자 속도가 낮은 구간에서 게인

이 크면, 풍력발전기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회전자 속도가 감소하여 최저 운전 한계값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렇게 되면, 풍력발전기는 출력 평활화 루프를 분리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급변하게 되어, 계통 주파수가 

급격하게 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회전자 속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회전자 속도가 최저 운전 한계값

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출력 평활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 Ka(ωr)을 식 (4)와 같이 정하였다.

    
   (4)

2.2 동기속도 이상인 구간에서의 Ka(ωr)

PMPPT 가 회전자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동기속도 이상인 

구간에서는 PMPPT 가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출력 평활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회전자 속도에서 ΔP 의 크기가 PMPPT

의 크기와 상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기속도 이상인 구간에서

의 Ka(ωr)을 식 (5)와 같이 회전자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도록 

정하였다.

   
 (5)

3. 모델 계통

제안한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EMTP-RV를 이용하여 

IEEE 14 모선 시스템을 구현하였고(그림 3 참조), 여기에 12, 13, 

14 모선에 각각 1개씩 총 3개의 풍력단지를 연계하였다. 또한, 

풍력발전기 제어에 필요한 계통 주파수는 계통 연계점 측정 전압

을 PLL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14]. 이때 측정 전압의 샘

플링 주파수는 3,840 Hz이고, 측정된 전압은 컷오프 주파수가 

1,920 Hz인 2차 중첩방지 저역통과 필터를 통과시켰다.

동기발전기는 스팀발전기로 구성하였으며, IEEEG1 스팀 터빈 

거버너 모델을 이용하였고[15], 드룹 게인은 5%로 설정하였으며

[16], 총 부하는 600 MW, 73.5 MVAr이다.

4. 사례 연구

그림 3의 모델 계통에서 풍력 수용률이 15%인 경우에 각 풍

력단지의 입력 풍속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게 하여 제안한 풍력발

전기 출력 평활화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풍력 

수용률은 풍력단지 설치용량을 총 부하로 나눈 값으로 정하였다

[17]. 이에 따라 풍력단지의 총 설치용량은 90 MW이며, 개별 풍

력단지의 설치용량은 30 MW이다. 제안한 방식의 성능은 고정 게

인이 25인 기존 방식(참고문헌 [11])과, MPPT 제어 방식과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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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풍력단지의 입력 풍속 크기를 세 종류의 풍속 즉, 저풍속, 

중풍속, 고풍속으로 모의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속도는 각각 7 

m/s, 9 m/s, 11 m/s이다. 그림 4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각 

풍력단지의 입력 풍속을 나타내며, 검정색, 파랑색, 빨강색은 

각각 저풍속, 중풍속, 고풍속을 나타내며, 풍력단지 1의 입력 

풍속, 풍력단지 2의 입력 풍속, 풍력단지 3의 입력 풍속을 나

타낸다.

그림 5는 MPPT 제어 방식, 기존 방식, 제안한 방식의 계통 

주파수와 풍력단지의 전체 출력을 나타낸다. 그림 5(a)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제안한 방식의 경우, 계통 주파수 변동폭이 

MPPT 제어 방식과 기존 방식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안한 방식의 주파수 편차의 실효값은 0.0229 Hz로 기존 방식보

다 0.0148 Hz만큼 작으며, MPPT 제어 방식보다는 0.0207 Hz

만큼 작다. 이와 같이 제안한 방식은 계통 주파수 유지에 현저

한 기여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림 5(b)와 같이 

제안한 방식이 MPPT 제어 방식과 기존 방식보다 단지 출력을 

현저하게 평활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안한 방식이 주파수 편

차가 양수일 때 MPPT 제어 방식과 기존 방식보다 회전자에 에

너지를 저장함으로써 출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 경우에

는 회전자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안한 방식 적용 시 3개의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총 에

너지는 197.66 MWh로, 기존 방식에 비해 약 2.37%가 감소되었

으며, MPPT 제어 방식보다 2.91%가 감소되었다. 즉, 출력 평활

화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의 증가는 불가피함

을 알 수 있다.

MPPTP Rotor side
Converter
Controller

refP

PΔ

kgωr3 

Rate
limiter Limiter

ωr ++

C0
rω

aK

fΔ

그림 1 제안한 풍력발전기 출력 평활화 방식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power smoothing 

scheme

그림 2 회전자 속도에 따라 변하는 게인 Ka(ωr)

Fig. 2 Proposed rotor speed-dependent gain, Ka(ω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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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EEE 14 모선 시스템

Fig. 3 IEEE 14-bus system

그림 4 풍력단지 입력 풍속

Fig. 4 Wind speeds for WPP1, WPP2, and WPP3

(a) 계통 주파수

(b) 풍력단지 전체 출력

그림 5 계통 주파수와 풍력단지 전체 출력

Fig. 5 Frequency and total outputs of three WPPs

그림 6은 입력 풍속이 저풍속인 풍력단지 1의 결과이다. 주파

수 편차가 음수인 경우에는 출력 평활화를 위해서는 풍력단지의 

출력이 PMPPT 보다 커야하기 때문에 ΔP 가 양수이어야 한다. 반

면에 주파수 편차가 양수인 경우에는 풍력단지 출력이 PMPPT 보

다 작아야하기 때문에 ΔP 가 음수이어야 한다. 그림 6(a)에 나타

낸 것과 같이, 주파수 편차가 음수인 구간에서, 제안한 방식의 풍

력단지 출력은 기존 방식과 MPPT 제어 방식보다 크며, 주파수 

편차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제안한 방식의 출력이 가장 작다. 이

는 제안한 방식의 게인이 기존 방식의 게인보다 크기 때문이며, 

이는 그림 6(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방식은 출력 평활화를 위해 회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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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풍력단지의 출력

(b) PMPPT

(c) 회전자 속도

(d) ΔP

(e) 게인

그림 6 풍력단지 1의 결과(저풍속)

Fig. 6 Results of WPP1 for a low wind speed

(a) 풍력단지의 출력

(b) PMPPT

(c) 회전자 속도

(d) ΔP

(e) 게인

(f) 피치각

그림 7 풍력단지 2의 결과(중풍속)

Fig. 7 Results of WPP2 for a medium wind speed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방출 또는 흡수하므로 회전자 속도의 변동

폭이 MPPT 제어 방식과 기존 방식에 비해 큼을 그림 6(c)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17.4초부터 121.7초와 136.2초부터 139.3

초까지의 구간에서 회전자 속도가 1 p.u.를 넘었다. 이 구간에서 

제안한 방식의 PMPPT 의 변동폭이 MPPT 제어 방식과 기존 방식

의 그것보다 크며, 제안한 방식의 ΔP 의 크기도 MPPT 제어 방

식과 기존 방식의 그것보다 크게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ΔP

의 감소량이 PMPPT 의 증가량보다 크므로 제안한 방식의 풍력단

지 출력이 MPPT 제어 방식과 기존 방식보다 더 평활화해진다. 

하지만, 저풍속의 경우에는 풍력단지의 입력 풍속이 낮아 회전자 

속도가 낮고 게인의 크기가 작으므로, 제안한 방식의 효과가 

MPPT 제어 방식과 기존 방식에 비해 크지 않다.

한편, 풍력단지 1의 경우에는 입력 풍속이 낮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회전자 속도가 1.25 p.u.를 넘지 않았으며, 피치 제어기

가 동작하지 않았다.

그림 7은 입력 풍속이 중풍속인 풍력단지 2의 결과이다. 풍력

단지 2의 입력 풍속은 풍력단지 1의 입력 풍속보다 크다. 풍력단

지 2의 결과는, 풍력단지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파수 편차가 

음수이면 제안한 방식의 풍력단지 출력이 가장 크고, 주파수 편

차가 양수이면 제안한 방식의 풍력단지 출력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풍력단지 2의 입력 풍속이 풍력단지 1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

에, 풍력단지 2의 회전자 속도가 풍력단지 1의 회전자 속도보다 

크게 되므로, 회전자 속도의 변동폭도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제안한 방식의 PMPPT 의 변동폭과 ΔP 의 크기도 MPPT 제어 

방식과 기존 방식보다 크다. 하지만 저풍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ΔP 의 감소량이 PMPPT 의 증가량보다 크므로 제안한 방식의 풍력

단지 출력이 MPPT 제어 방식과 기존 방식보다 더 평활해진다. 

한편, 풍력단지 2의 기존 방식의 ΔP 는 풍력단지 1의 그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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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풍력단지의 출력

(b) PMPPT

(c) 회전자 속도

(d) ΔP

(e) 게인

(f) 피치각

그림 8 풍력단지 3의 결과(고풍속)

Fig. 8 Results of WPP3 for a high wind speed

다. 그 이유는 기존 방식의 경우 회전자 속도와 무관하게 ΔP 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풍속의 경우, 제안한 방식의 풍력단지의 출력이 저풍

속의 그것보다 더 평활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풍속

의 경우의 회전자 속도가 저풍속의 경우보다 더 높아 게인이 커

지기 때문이다.

풍력단지 2의 경우에는, 그림 7(f)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안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피치 제어기가 1회 동작하였으나, 기존 방식

의 경우에는 피치 제어기가 여전히 동작하지 않았다. 이는 제안

한 방식 적용 시 회전자 속도의 변동폭이 커져 1.25 p.u.를 넘는 

구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8은 입력 풍속이 고풍속인 풍력단지 3의 결과이다. 입력 

풍속이 3개 풍력단지 중 가장 크기 때문에 회전자 속도 또한 가

장 크며, 회전자 속도가 1.25 p.u.에 머물러 있는 구간이 다른 두 

개의 풍력단지보다 오래임을 알 수 있다. 고풍속 경우의 PMPPT 는 

중풍속, 저풍속의 경우와 다르다. 즉, 제안한 방식의 PMPPT 는 기

존 방식의 그것과의 차이가 중풍속의 경우보다 크지 않다. 그 이

유는 기존 방식과 제안한 방식의 결과에서 회전자 속도가 1.25 

p.u.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풍속 경우의 회전자 속도가 중풍속의 회전자 속도보다 

크고, 회전자 속도가 1.25 p.u.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제안

한 방식에 의한 주파수 편차 루프의 게인이 크므로 ΔP 의 크기

는 중풍속의 그것보다 크다. 따라서 제안한 방식의 ΔP 의 크기도 

가장 크게 되므로, 제안한 방식의 풍력단지 출력의 평활화 효과

가 가장 우수하다.

풍력단지 3의 경우, MPPT 제어 방식, 기존 방식, 제안한 방식 

모두 회전자 속도가 1.25 p.u.를 초과하지 않게 피치 제어기가 

동작한다. 하지만, 제안한 방식 적용 시, 피치 제어기가 동작하는 

구간이 풍력단지 2에 비해 매우 넓어졌음을 그림 8(f)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회전자 속도에 따라 변하는 게인에 기반한 가

변속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식

에서는 주파수 편차 루프의 게인을 회전자 속도가 동기속도 이하

이면 회전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도록 정하였으며, 회전자 속도

가 동기속도 이상이면 회전자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도록 정하

였다.

IEEE 14 모선 시스템에 제안한 방식을 적용해 본 결과, 저풍

속, 중풍속, 고풍속의 경우, 제안한 방식이 변동풍속에 의해 변동

되는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기존 방식보다 더욱 평활시킴을 확인

하였다. 또한, 풍속이 높은 경우에 제안한 방식의 출력 평활화 성

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방식은 변동풍속으로 인한 풍력발전기의 출력 변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계통 주파수 변동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풍력발전기 출력 평활화는 큰 에너지 손

실이 불가피 하므로, 풍력발전기의 출력 평활화 효과와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게인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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