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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퍼저항 및 de-loading 협조제어를 통한 해상풍력 연계용 

HVDC시스템 DC전압 상승 억제 방안

DC Voltage Build-Up Suppression Scheme of HVDC System

for Offshore Wind Farm Connection using Chopper Resistor and de-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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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DC voltage control of HVDC system connection of offshore wind farms. In the 

event of fault in AC grid, HVDC system need to meet LVRT regulations. When HVDC system meet LVRT regulation, unbalance 

is caused between power input and power output for DC link. Therefore, LVRT regulation lead to DC voltage increase of HVDC 

system. To control the DC voltage increase, the chopper resistor can be suggested. In this paper, DC voltage suppression is 

proposed using chopper resistor and de-loa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hopper resistor was verified using PSCAD/EMT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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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에너지소비 급증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관심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는 친

환경적인 자원을 통해 전력에너지를 개발하는 장점이 있다

[1],[2]. 그 중 대용량 설치가 용이한 풍력발전이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의 단점인 소음문제,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육지

가 아닌 바다에 설치함으로써 일정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3],[4]. 반면에 풍력발전단지를 대용량화

함으로써 간헐적인 풍력의 특성으로 인해 계통 연계 시 안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와 계통 연계 시 계통의 

안정도를 보장 할 수 있는 계통 연계 규정(Grid Code)이 존재한

다. 계통 연계 규정 중 계통 사고 발생 시 풍력발전단지와 계통

의 연계 동작을 결정하는 LVRT(Low Voltage Ride Through)규

정이 중요한 규정이다. LVRT규정은 계통 사고 발생 시 계통의 

전압 감소율과 사고 유지 시간에 따라 풍력발전단지와 계통의 연

계 동작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계통에서 사고 발생 시 발전기 보

호를 위해 풍력발전기를 탈락시키는 제어기법을 사용하였다. 하

지만 대용량화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사용하는 경우 계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통 사고 발생 시 풍력발전기를 탈락시키

면 계통 사고 복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계통의 붕괴를 e래한

다[5,6]. 따라서 LVRT규정에 의해 계통 전압 강하와 사고 유지 

시간에 따라 연계 동작을 결정하여 계통 사고 복구에 기여한다.

한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계통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설치

가 된다. 따라서 전력손실을 낮추고 조류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는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계한다. 때문에 HVDC시스템은 LVRT규정에 의해 계통 사고 

시 계통 측 사고 복구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HVDC시스템의 

계통 측 컨버터에서는 계통 사고 전압 복구 기여를 위해 무효전

력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계통 측 컨버터의 출력용량은 제약

적이기 때문에 무효전력 출력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유효전력 

출력이 감소한다. 그 결과 HVDC시스템의 DC link측에는 전력이 

축적되어 DC전압 상승을 e래한다[7].

HVDC시스템의 DC전압 상승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어기법

이 존재한다. 첫 번째 제어기법은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억제하는 

제어기법이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와 HVDC시스템의 DC link

측 거리로 인한 통신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신지연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DC전압이 약 15 [%] 더 많

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7]. 두 번째 제어기법은 풍력발전

기 측 컨버터의 gain을 제어하는 방법인 de-loading이다. 풍력발

전기 측 컨버터 gain을 제어하여 HVDC시스템의 DC link측으로 

입력되는 전력량을 감소하는 제어기법이다. 하지만 HVDC시스템

의 DC link에 전력량이 축적이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전력이 

소멸되지 않고 시스템 전체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

과하였다[8]. 세 번째 제어기법은 DC link에 e퍼저항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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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VRT규정 동작 영역 범위

Fig. 1 LVRT regulation operation area 

는 제어기법이다. DC link의 전압상승을 e래하는 축적된 전력량

을 저항을 통해 열로써 소멸시키는 제어기법이다. 하지만 많은 

열 발생으로 인해 냉각장치 등 추가적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7],[9],[10].

본 논문에서는 HVDC시스템의 DC전압 제어를 위해 de- 

loading 및 e퍼저항의 협조제어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제어기법

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축적된 전력량 소멸과 동시에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안한 제어기법의 

효과를 PSCAD/EMTDC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2. LVRT규정 및 HVDC시스템 제어 특성

2.1 LVRT규정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출력특성으로부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통 연계 규정을 제정하

였다. 그 중 독일 계통 규정(German Grid Code)이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써 많은 나라들이 계통 연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근거

로 삼고 있다[5],[6].

계통 연계 규정 중 계통 사고 발생 시 풍력발전시스템과 계통 

간 연계 동작을 결정하는 LVRT규정이 존재한다. LVRT규정은 계

통의 전압 강하율과 사고 유지 시간에 따라 풍력발전단지와 계통

의 연계 동작을 결정한다. 그림 1은 풍력발전 시스템 LVRT규정

의 동작 영역 범위이다. 가로축은 사고 유지 시간을 나타낸다. 세

로축은 계통 측 전압 감소율을 나타내며 전압감소율은 3상 선간 

전압 중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0 [ms]에서 사고 발생 시 

A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풍력발전기는 계통에 연계되어야 

한다. B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에 풍력발전기가 연계되어 

있어야 하나, 운전자가 지정한 특정 풍력발전기만 분리가 가능하

며 2 [s] 이내 재연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2차 경계선은 운전자

가 조정이 가능하다. C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풍력발전기는 

분리가 가능하며 2 [s] 이내 재연결하여야 한다. D영역에 해당하

는 경우 모든 풍력발전기는 분리가 가능하며 사고 제거 후, 재연

결하여야 한다[5],[6].

계통 사고 발생 시 계통 사고 전압 복구를 위한 무효전류 공

급 조건은 그림 2와 같다. 계통 사고 발생 시 무효 전류를 공급

함으로써 계통 사고 전압 복구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한

다. 계통의 전압이 0.9 [p.u] ~ 1.1 [p.u] 일 경우 정상 상태로 

간주한다. 하지만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전압 변동에 대해서는 전

압변화율 대비 2배의 무효 전류를 계통에 공급한다[5],[6].

그림 2 LVRT규정에 따른 무효 전류 공급 특성

Fig. 2 Characteristics of reactive current supply according 

to LVRT regulation

 

2.2 HVDC시스템 제어 특성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육지계통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력손

실 감소 및 조류제어가 용이한 HVDC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계한

다. 정상상태인 경우, HVDC시스템의 풍력발전기 측 컨버터

( )입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 계통 측 컨버터( )의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DC link의 전압을 유지한다. 식 (1)은 HVDC시스템

의 변환손실 및 내부손실을 무시하였을 경우 DC link의 전력 입

출력 및 DC전압의 관계식을 나타낸다[4].

   
 




                          (1)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육지계통을 HVDC시스템을 이용해 연계 

시 HVDC시스템도 마찬가지로 LVRT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

라서 HVDC시스템의 계통 측 컨버터에서는 계통 사고 전압 복구

를 위하여 무효전력을 계통 측으로 공급한다. 그림 3은 HVDC시

스템의 계통 측 컨버터 용량 특성을 나타낸다. 컨버터가 계통 측

으로 출력할 수 있는 전력량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LVRT규정에 

의해 계통 측으로 출력되는 무효전력 출력이 증가하면 컨버터의 

용량으로 인해 유효전력 출력이 감소한다[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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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풍력발전기 출력 제어 개념도

Fig. 5 Concept of wind generation output control

그림 3 컨버터의 용량 특성

Fig. 3 Capacity characteristics of converter

그림 4는 계통 측 컨버터의 무효전류 제어기 특성을 나타낸다. 

계통 사고 발생 시 LVRT규정 만족을 위한 HVDC시스템의 동작

으로 DC link의 전압 상승을 e래한다. 따라서 DC link 전압과 

계통 측 PCC(Point of Common Coupling)전압을 고려한 제어기

를 통해 계통 측으로 공급되는 무효전류의 크기를 제어한다

[7],[8].

그림 4 HVDC시스템의 컨버터 무효전류 제어기

Fig. 4 Converter reactive current controller of HVDC system

3. HVDC시스템 DC전압 제어 방안

앞서 2장에서는 LVRT규정 및 HVDC시스템의 제어특성을 알

아보았다. 본 3장에서는 DC전압 상승 억제 방안을 알아본다.

3.1 풍력발전기의 출력 제어

기존 DC전압 상승 억제를 위한 제어기법 중 풍력발전기의 출

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림 5는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개념도이다. DC전압 상승 시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억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전력량을 감소하여 DC 전압을 억

제하는 제어기법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와 DC link의 거리로 인

한 통신지연의 문제로 DC전압억제의 어려움이 있었다[7],[8]. 

3.2 de-loading 제어기법

de-loading 제어기법은 HVDC시스템의 DC전압 상승 시 풍력

발전기 측 컨버터의 gain을 제어하는 기법이다. 그림 6는 

de-loading 제어개념도를 나타낸다. de-loading 제어는 DC전압 

상승 시 HVDC시스템의 풍력발전기 측 컨버터의 gain을 제어함

으로써 HVDC시스템으로 입력되는 전력량을 감소하여 DC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제어방법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HVDC

시스템의 컨버터를 제어함으로써 통신과 독립적인 관계로 제어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HVDC시스템의 DC link 

측으로 유입되는 전력량은 감소하였지만 시스템 전체에는 전력량

이 축적된다. 이로 인해 축적된 전력량이 풍력발전기 측 운동에

너지로 변환되어 터빈의 속도를 증가를 e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8].

그림 6 De-loading 제어 개념도

Fig. 6 Concept of de-loading control

3.3 e퍼저항을 이용한 제어기법 

계통 사고 발생 시 식 (1)에 따라 DC link의 입출력 불평형

(unbalnce)으로 인한 축적된 전력량으로 DC전압 상승을 e래한

다. 따라서 e퍼저항을 이용해 DC전압 상승을 e래하는 축적된 

전력량을 열로써 소멸하기 위해서 저항 설계가 필수적이다. 그림 

7은 HVDC시스템의 DC전압 제어를 위해 DC link에 저항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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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퍼저항을 제어 개념도 

Fig. 7 Concept of chopper resistor control

표    1 기존 제어기법 분석

Table 1 Analysis of existing control 

구 분
풍력발전기

 출력 제어
de-loading e퍼저항

장 점

DC link

전력 불평형

해소

통신과 독립적 

존재

DC전압

상승억제 

뛰어남

단 점
통신 지연

문제 발생

시스템 전체

전력량 축적
열 발생

한 제어개념도이다. 식 (2)는 정격전압과 시스템용량을 이용한 e

퍼저항 용량이다[7],[9],[10].

 




                                     (2)

식 (3)은 DC link의 과전압을 1.05 [p.u]라고 가정하였을 경

우 e퍼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이다.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류의 크기와 비례하다. 따라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부가적인 

비용감소를 위해 최소화해야하는 목적함수이다[9].

 

∙


∙
 ∙         (3)

식 (4)는 e퍼저항의 동작 신호이다. HVDC시스템의 DC전압이 

최대범위(1.05 [p.u]) e과 시 저항을 DC link에 단락(close)한다. 

저항이 단락되면 축적된 전력량이 저항을 통해 열로써 소멸되어 

DC전압이 억제된다. 이후 DC전압이 최소범위(0.95 [p.u]) 미만 

시 저항이 개방(open)되어 정상상태로 돌아온다. DC전압이 최소

범위와 최대범위 사이(0.95 [p.u]~1.05 [p,u])는 정상상태로 간주

하고 이전상태(hold)를 유지한다[9].

 











  ≥



 ≤
  

           (4)

3.4 de-loading 및 e퍼저항 협조제어

기존 de-loading제어기법은 통신지연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하

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전체에 전력량이 축적되어 풍력발전

기의 터빈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e퍼저항은 DC전압 억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냉각장치, 열화현상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착시간(사고 제거 후 DC전압이 정상상태로 되돌

아오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표 3은 기존 제어기법

을 분석하였다[7],[8],[9],[10]. 

본 논문에서는 e퍼저항과 de-loading의 협조제어를 제안하였

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협조제어 개념도이다. 협조제

어를 통해 현존하는 제어기법에 비해 DC전압 억제 및 정착시간 

감소에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퍼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류량 감소를 통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여 부가

적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8 e퍼저항과 de-loading의 협조제어 개념도

Fig. 8 Concept of chopper resistor and de-loading

4. 시뮬레이션 구성 및 결과 분석

4.1 사고모의 구성

본 논문의 모델링은 해상풍력단지, HVDC시스템, AC계통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9와 같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AC계통을 

HVDC시스템을 이용해 연계 시 AC계통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LVRT규정 만족을 위한 동작으로 DC전압 상승 및 제어기법의 효

과를 확인하였다. HVDC시스템의 DC전압 억제에 대한 제어성능 

검증을 위해 풍력발전단지의 출력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표 

2는 시뮬레이션 구성을 위한 파라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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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ase에 따른 제어방법

Table 3 Case control method

구 성 제어기법

Case 1 제어가 없는 경우

Case 2 de-loading 제어

Case 3 e퍼저항 제어

Case 4 e퍼저항과 de-loading의 협조 제어

(a) 계통 측 컨버터 유효전력 / 무효전력

(b) DC link 전압

그림 10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

그림 11 HVDC시스템의 DC전압  

Fig. 11 DC voltage of HVDC system

그림 9 시뮬레이션 모델링 

Fig. 9 Simulation modelling 

표    2 모델링 파라미터

Table 2 Modelling parameter

구 성 항 목 설정 값

풍력발전기
정격 용량 3 [MW] * 7 [EA]

정상상태 용량 20 [MW]

AC계통
모선전압(PCC2) 3상 22.9 [kV]

모선주파수 60 [Hz]

HVDC

시스템

제어방식 MMC-type

DC전압 20 [kV]

시스템 용량 20 [MVA]

사고 모의

사고 위치 AC계통 변압기 1차측

사고 종류 1-G

사고 시간 2.0 [s] 발생 / 2.1 [s] 제거

4.2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계통 사고 발생 시 그림 10(a)는 계통 측 컨버터의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나타낸다. 2 [s]에서 계통 사고 발생 시 사고 전압 복

구를 위한 동작으로 계통 측 컨버터에서는 무효전력 출력이 증가

한다. 무효전력 출력이 증가하면 그림 3과 같이 컨버터의 용량은 

제약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효전력 출력이 감소한다. 따라

서 그림 10(b)와 같이 DC전압 상승을 e래한다. 사고 제거 후 

DC전압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 [kV] 미만이 되었을 때, 계통 

측 컨버터의 유효전력 출력을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DC link의 

전압을 20 [kV]로 유지하는 제어를 하였다. 

표 3은 앞서 3장에서 언급한 제어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한 시뮬레이션 구성이다. Case 1은 아무런 제어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Case 2는 풍력발전기 측 컨버터의 gain을 제어하

는 de-loading제어기법을 사용하였다. Case 3은 저항을 이용해 

HVDC시스템의 DC link측에 축적된 전력량을 열로써 소멸시키는 

제어기법을 사용하였다. Case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퍼저

항과 de-loading의 협조제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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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표 3의 Case 별 제어방법에 따른 HVDC시스템의 

DC전압이다. 아무런 제어기법이 없는 Case 1의 경우 DC전압 26 

[kV]까지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de-loading제어기법을 사용한 

Case 2의 경우, 제어기법이 없는 경우에 비해 DC전압 상승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e퍼저항을 사용한 Case 3의 경우 Case 1 

및 Case 2에 비해 DC전압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고 제거 후 DC전압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정착시간

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Case 4의 경우 기존 제

어방법들에 비해 DC전압 상승 억제 효과 및 정착시간 감소에 가

장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2는 e퍼저항을 이용한 Case 3와 Case 4 제어기법 적

용 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Case 4에 경우 Case 3에 

비해 저항에 흐르는 전류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는 협조제어를 통해 DC link에 축적된 전력량을 감소시켜 저항

에서 열로써 소멸해야 하는 전력량을 감소시킨 효과이다. 따라서 

Case 4 제어기법이 Case 3 제어기법에 비해 냉각장치, 기기의 

열화 등 부가적인 비용감소에 효과적이다.

그림 12 e퍼저항에 흐르는 전류

Fig. 12 Current in chopper resistor

표 4는 제어기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치화하여 비교

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어기법이 

DC전압 상승 억제 및 정착시간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e퍼저항 이용 시, 문제점으로 존재했던 저항에 흐

르는 전류에 의한 열 감소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표    4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4 Simulation results

구성 DC전압 피크 [kV] 정착시간 [s]

Case 1 26.13 3.67

Case 2 24.68 2.65

Case 3 20.89 3.68

Case 4 20.89 2.67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상풍력 연계용 HVDC시스템이 LVRT규정 만

족을 위한 동작 시 DC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협조제어를 제

안하였다. 기존의 존재하는 제어기법들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안

한 협조제어가 DC전압 상승 억제 효과 및 정착시간 감소에 효과

적이다. 뿐만 아니라 협조제어를 통해 기존 제어기법들의 문제점

이었던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전력량을 열로써 소멸시켜 풍력

발전기의 터빈속도 가속화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또한 저항에

서 발생하는 열을 감소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에 대용량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계통 연계 시 

HVDC시스템의 DC link전압 제어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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