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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선/그리드 사고시 풍력발전단지의 맥놀이 현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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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eat is a phenomenon, where the magnitudes and 
frequencies of the voltage and the current fluctuate. This paper 
describ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beat phenomenon of a wind 
farm using the envelope of a current during intertie/grid fault 
conditions. In this paper, the ratio of the crest to the trough of the 
envelope curve and the time interval between adjacent troughs are 
defined and used to evaluate the beat phenomenon quantitatively. 
Beat phenomena under various fault and wind conditions are 
analyzed. The proposed quantitative analysis seems simple but 
effective in the more understanding of beat phenomenon of a wind 
farm, and thus can be used as a basis for operation and/or protection 
of an intertie.

1. 서    론

신재생에 지원  가장 경쟁력 있는 에 지원으로 풍력발 이 두
되면서 세계 각국은 규모 풍력발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출력이 불규
칙한 규모 풍력발 단지가 력망에 연계될 경우, 력망/연계선 사고 
시 계통에 심각한 향을  수 있다. 따라서, 력망의 신뢰성과 안정
성을 유지하기 해 력망/연계선 사고 시 연계선의 압, 류에서 발
생하는 복잡한 상 즉 맥놀이와 같은 상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1, 2]에서 력망/연계선 사고 시 연계선의 압, 류와 

풍력발 단지 내부사고 시 풍력발 기 앞단의 압, 류에 한 분석을 
하 다. 분석 결과 서로 다른 주 수 성분에 의해 압, 류가 흔들리
는 맥놀이 상이 발생하 다. 모든 발 기의 풍속이 다른 경우 맥놀이 
상은 심했으며, 모든 발 기의 풍속이 일정한 경우 맥놀이 상은 약
하게 일어나는 정성 인 분석을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맥놀이 발생시, 포락선에 한 정량 인 분석을 기술

하 다. 첫 번째는 포락선에서 마루와 골의 크기의 비를 이용하여 맥놀
이 상의 정량  분석을 하 고, 마루와 골의 비의 증가 여부로부터 맥
놀이 상이 심해지는지 약해지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웃 하는 
골 사이의 주기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 고, 이를 통해 맥놀이 주기가 빨
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알 수 있다.

2. 연계선/그리드 사고 발생 시 풍력발전단지의 맥놀이 현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

  2.1 맥놀이 현상과 포락선
풍력발 단지 연계선/그리드에 사고 발생시, 류의 맥놀이 상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병렬로 연결된 두 의 발 기가 서로 다른 
주 수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이다. 이 경우에 연계선의 
류는 그림 2와 같으며, 발 기 1, 2의 주 수는 식 (1),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1)

                                              (2)

a1, a2는 시간에 따라 주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성분으
로 즉, 주 수 증가율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1,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리드와 풍력단지 사이의 주 수 
증가율이 달라져서 맥놀이 상이 발생한다. 한, 연계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각 발 기의 풍속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각 풍력발 기의 
주 수 증가율이 달라짐으로써 맥놀이 상이 발생하게 된다. 
맥놀이 상의 심한 정도를 압, 류의 그래 만으로 분석하기 어

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포락선을 이용하여 맥놀이 상의 정량  
분석을 수행하 다. 포락선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한 무리의 직선
이나 곡선에 하는 곡선이다. 그림 1의 연계선 류의 포락선을 그리면 
그림 3과 같다. 맥놀이 상 발생시 포락선에 마루와 골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2.2 맥놀이 현상의 정량적 분석 방법
  2.2.1 포락선의 마루와 골의 비
본 논문에서는 포락선의 마루와 골의 비를 이용하여 맥놀이 상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그림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포락선의 최 값을 
Ypeak, 최소값을 Yoffpeak라 하면, 마루와 골의 비를 라 정의하며 이를 식 
(3)에 나타내었다. 




                    (3)

맥놀이 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는 1이 되며, 맥놀이 상
이 발생하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가 큰 값을 가질수록 맥놀이 상
이 심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를 이용하면 맥놀이 상의 심한정
도 뿐만 아니라 맥놀이 상의 발생여부도 알 수 있다.
 
  2.2.2 이웃하는 골 사이의 주기
맥놀이 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가 짧아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웃 골 사이의 주기를 통해 맥놀이 상을 정량 으
로 분석하 다. 포락선의 이웃하는 골의 시간 간격 즉, 주기를 Δt(n)라 
정의했으며, 이를 식으로 표 하면 식 (4)와 같다.
                        (4)

                                (5)
그림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n번째 골과 (n+1) 번째 골 사이의 Δt 값

과 (n+1)번째 골과 (n+2)번째 골 사이의 Δt값의 차를 ΔT(n)이라 하며 식 
(5)와 같다. ΔT(n)값이 클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맥놀이 주기가 짧아
지는 맥놀이 상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한, 맥놀이 상의 주기가 짧
아지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른 주 수 증가율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주 수 증가율 클수록 맥놀이 상은 심하게 발생한다.

<그림 1> 연계선 사고 시 풍력단지와 연계선의 간락화한 등가회로

<그림 2> 연계선 전류

<그림 3> 연계선 전류의 포락선

<그림 4> 맥놀이 현상의 정량적 분석에 사용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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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3.1 모델계통
맥놀이 상의 정량  분석을 해 PSCAD/EMTDC를 이용하여 그

림 5와 같이 모델링하여 맥놀이 상을 모의하 다. 풍력발 단지는 2 
MW 동기발 기 20 로 발 용량은 40 MW이다. 풍력발 단지와 A모
선 사이의 길이는 8 km이고, A 모선에서 등가 원 사이의 길이는 각
각 50 km이다. 사고 치, 풍속 등 다양한 조건에 한 맥놀이 상을 
모의하 다. 사고 치는 연계선(F1), 그리드(F2), 원의 주 수는 60 
Hz이다. F1, F2 지  사고 시 R1 지 에서 맥놀이 상을 확인하 다. 
샘 링 비율은 주기 당 64샘 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사례  가장 
표 인 3가지 사례에 한 정량  분석을 나타내었다. 

  3.2 사례 1: F2 지점의 3상단락사고, 풍속 동일 15m/s
그림 6은 사례 1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a는 모든 풍력발 기의 

풍속이 15 m/s로 같은 경우 F2지 에서 3상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류의 형이다. 그림 6b는 그림 6a에 나타낸 류 형에 한 포락선을 
나타낸다. 
사례 1은 모든 풍력발 기의 풍속이 15 m/s로 같은 경우 F2지 에서 

3상 단락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드와 풍력발 단지 사이에 서로 다른 
주 수 성분에 의해 맥놀이가 발생하 다. 그림 6b의 류 형의 포락
선을 이용하여 크기비를 구한 결과 1.615, 1.644, 1.669로 평균 1.642값이 
나왔다. 각 크기비를 계산한 시간간격은 0.233 s, 0.15 s, 0.117 s로 시간
이 지날수록 간격이 짧아졌다. 따라서 맥놀이 상이 발생한 경우 시간
간격은 짧아지고, 크기비가 1보다  커짐을 알 수 있다.

  3.3 사례 2: F1 지점의 3상단락사고, 풍속 동일 15m/s
사례 2는 맥놀이 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로 사례 2의 결과는 그

림 7과 같다. 그림 7a는 풍속이 15 m/s, F1 지 에서 3상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류의 형이다. 그림 7b는 그림 7a의 포락선을 나타낸다. 
풍속이 같은 경우 F1 지 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서로 다른 주

수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 맥놀이 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각 구간의 포
락선의 최 , 최소 크기비와 시간간격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을 한 결
과 크기비는 1, 시간간격은 0 s이 되었다. 포락선의 최 , 최소 크기비가 
1인 경우 형의 진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 시간 간격
이 0 s인 경우 역시 맥놀이 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4 사례 3: F1 지점의 3상단락사고, 다른 풍속 12.5~15 m/s
사례 3은 풍속이 12.5∼15 m/s이고 F1 지 에서 3상 단락 사고가 발

생한 경우이다. 그림 8은 사례 3의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8a는 측정  
R1의 류 형이고, 그림 8b는 그림 8a의 포락선을 나타낸다. 사례 3은 
F1 지 의 사고이지만 각 풍력발 기의 풍속이 달라짐으로써 각각의 풍
력발 기의 주 수 증가율이 달라 맥놀이가 발생하는 사례이다. 사례 3
의 경우 풍속이 달라 서로 다른 증가율로 증가하는 주 수 성분이 많아 
맥놀이 상이 심하게 발생하 다.
사례 3의 류 형의 포락선의 최 , 최소 크기비는 1.754, 2.288, 

6.128로 평균 3.39의 값이 나왔다. 각 크기비를 계산한 시간간격은 0.221 
s, 0.196 s, 0.232 s로, 불규칙하 다. 사례 1과 비교하여 크기비의 평균
값이 사례 3이 더 큼으로 사례 3에서 발생한 맥놀이 상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 맥놀이 상이 심할수록 시간간격이 불규칙하게 변하
다. 그림 8a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래 의 진동이 불규칙하지만 진동폭
이 그림 6a보다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례 3의 정량  분석결과 사
례 1보다 맥놀이 상이 심함을 정량 으로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포락선을 이용하여 맥놀이 상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포락선의 마루와 골의 비와 이웃 골 사이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정

량 으로 분석하 다. 
포락선의 최 , 최소 크기비가 1보다 큰 경우 맥놀이 상이 발생했

음을 단할 수 있고, 한 크기비가 클수록, 맥놀이 상이 심하게 발
생했음을 알 수 있다. 맥놀이 상이 발생하 을 경우 두 골 사이의 계
산하는 시간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든다. 왜냐하면 주 수 증가율
이 증가하면서 맥놀이 상의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시간간격은 크
기비가 클수록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맥놀이의 특징은 정량  분
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맥놀이 상에 한 정량  분석의 기
연구로 맥놀이 상의 발생여부 단과 심한 정도를 수치 으로 표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맥놀이 상에 한 정량  분석 방법 연구는 
맥놀이 상의 정확한 분석을 해 필요하다.

<그림 5> 모델계통

(a) 연계선 류

(b) 연계선 류의 포락선
<그림 6> 사례 1의 결과

(a) 연계선 류

(b) 연계선 류의 포락선
<그림 7> 사례 2의 결과

(a) 연계선 류

(b) 연계선 류의 포락선
<그림 8> 사례 3의 결과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기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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