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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G 풍력발전 시스템의 출력 제어 및 주파수 제어 연구

A Study on Frequency Control and Active Power Control 
of Wind Turbine Generation System for PMSG

이  수*․김 문 겸†  

(Kwang-Soo Lee․Mun-Kyeom Kim)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ctive power control and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s of wind turbine generation 

system by using modified Maximum Power Point Tracking(MPPT) of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PMSG). 

Most wind turbine generation system is completely decoupled from the power system and power output control with 

pitch control. According to the frequency deviation, however, MPPT control can not contribute to the frequency change 

of the power system due to its active power output control. For solving this, the de-loaded(DL) control scheme is 

constructed for the frequency support control, which is based on applying the active power output control in the rotor 

speed control of PMSG. The rotor speed by used in the proposed DL control scheme is increased more than the optimal 

rotor speed of MPPT, and then this speed improvement increases the saved kinetic energy(KE). In order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 scheme, the case studies have been performed using the PSCAD/EMTDC.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ctive power output control scheme(DL control and KE discharge control) works properly 

and the frequency response ability of the power system can be also improved with the frequency support of wind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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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규모 해상 풍력발  단지의 건설 등에 의해 풍력

발  유율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계통의 기존 동기발 기들의 출력  주 수 제어를 한 

성이 감소하고 주 수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 따라서 재 규모 풍력발  단지의 경우 계통의 동

기발 기와 동등한 수 으로 주 수 제어에 참여가 요구되

는 실정이며 이에 풍력발 기에 한 출력 제어  주 수 

제어를 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발한 연구를 수행 할 필

요가 있다.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풍력발 기의 주

수 제어 기법으로는 Inertial response control, Proportional 

control, Kinetic energy discharge control 크게 3가지 기법

을 제시할 수 있다. 먼 , Inertial response control은 계통의 

주 수 변화율에 비례하여 회 자 회 속도(rotor speed)를 

변화시켜 주 수 제어에 참여한다[1]. 다음으로, Proportional 

control은 기존 동기발 기의 droop 제어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증감을 통하여 주 수 제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마지막으로, Kinetic energy discharge control은 풍력발

기의 turbine blade와 rotor에 장된 운동에 지(Kinetic 

Energy: KE)를 Rate of Change of Frequency(ROCOF)를 

고려하여 정해진 크기의 출력제어를 통해 계통의 주 수 제

어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3]. 이러한 3가지 기법은 

Maximum Power Point Tracking(MPPT) 기법과 함께 용

하여 풍력발 기의 출력 제어  주 수 제어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MPPT를 통한 출력제어 기법으로는 기존 동기

발 기의 droop 제어와 거의 동등한 수 으로 운 하기 

해 필요한 비력의 확보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비력의 확보가 가능하며 회 자 회 속도를 증가시켜 높

은 KE reserve를 얻을 수 있는 de-loaded(DL) control 

scheme 개발  추가 인 제어기의 구성이 필요하다. 한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PMSG) 타입의 

풍력발 기를 사용할 경우 full scale converter에 따른 

DC-link 용량  압이 높으며, 비교  큰 성지수를 갖

는다는 을 고려할 때 계통에서 요구되는 주 수 제어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클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MSG 풍력발 기의 출력을 제어하

여 안정 으로 일정하게 비력을 확보할 수 있는 DL 

control scheme과 출력 제어 시 증가하는 회 자 회 속도

에 의해 확보되는 KE를 활용한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DL control은 출력 제어 시 

회 자 회 속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안정을 방지하기 해서 회 자 

회 속도를 기 으로 최  출력을 결정하고 이 출력을 제안

하는 제어기로 구 하 다. 반면, KE discharge control은 

계통의 주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KE reserve를 활용하여 

frequency support control에 극 참여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안하는 PMSG 풍력발 기의 출력 제어  주 수 

제어는 PSCAD/EMTDC를 사용하여 소규모 계통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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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증하 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계통의 frequency 

response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 다.

2. 체 제어기의 구성

풍력발  시스템의 체 구조는 블 이드와 PMSG 그리

고 발 기를 제어하는 컨버터 모델로 구성된다. 그림 1은 

PMSG 풍력발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다. PMSG는 고정자 

권선을 통해 Machine Side Converter(MSC)와 Grid Side 

Converter(GSC)에 연결된다. MSC는 풍력발 기의 유효

력과 무효 력 출력 제어가 가능하고, GSC는 계통으로 공

되는 무효 력 용량에 해서 DC-link 압 제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L control  KE 

discharge control을 통한 frequency support control의 이론 

 제어기 구성은 3장과 4장에서 제시한다. 

그림 1 PMSG 풍력발  시스템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PMSG wind turbine generation 

system

2.1 Generator Modeling

본 장에서는 PMSG 타입의 벡터 제어에 한 수학 인 

모델링을 다루며 3상 PMSG 타입의 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4].


























  


    




  






 



   


    






 



  




   


  




























  

(1)

여기서  ,  , 는 고정자 a, b, c상 압이고,  ,  , 

는 고정자 a, b, c상 류이다. a, b, c상 고정자권선에 유

기되는 속도기 력은  ,  , 이고, 는 고정자 권선

항, 는 고정자 권선의 설 인덕턴스, 는 고정자 권선 사

이의 상호 인덕턴스이다. 평형 3상 회로에서 각 상 류의 

합은 0이 되며    일 때(등가인덕턴스( )), 압

방정식을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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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 (3)-(5)을 벡터 형태로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6)

PMSG의 회 자에 의해서 고정자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

의 수를  , , 라 하고, 자속의 최 값을 라 하면 고정

자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cos  
 cos 


                  (7)

 cos



이때 동기 상각 는 회 속도 로 계산되며  
라 하면, 3상 고정자 권선에 유기되는 기 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in
 sin 


                (8)

 sin



3상 상태방정식을 d-q 정지좌표계(Stationary reference 

frame, )로 변환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환 행렬

을 곱한다.

 










  






                (9)

식 (6)에 식 (9)를 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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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

고정자에 유기되는 기 력은 식 (8)에 식 (11)를 입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sin

cos                  (12)

정지좌표계의 쇄교자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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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13)

회 기기의 제어를 수행하기 해서는 정지좌표계 상태방

정식을 동기좌표계로 변환해야 하며, 동기 상각을 사용한 

변환 행렬을 식 (11)에 곱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3상 상태방정식을 동기좌표계 d-q로 변화하면 식 (14)와 

같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고정자 유기기 력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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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최종 으로 PMSG의 동기좌표계 d-q 압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7)

PMSG의 회 자에는 에 지의 입력과 출력이 없으므로, 

자기  토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식 (18)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8)

최종 으로 유효 력과 무효 력은 다음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

  

            (20)

2.2 Machine-Side Converter Controller Modeling

PMSG의 MSC 제어방식은 DFIG의 rotor side 

converter(RSC) 제어방식과 유사하며 유효 력  무효 력 

제어를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MSC 제어방식은 발

기의 고정자 측을 통해 계통으로 유입되는 유효 력  

무효 력 출력을 제어를 수행한다. 고정자 측 자속 벡터에 

좌표계의 d축을 맞춰 조정하고, d-q reference frame에 의해 

유효 력  무효 력 출력을 정의할 수 있으며, PMSG의 

고정자 측 압방정식과 자속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5].

  


              (21)

  


              (22)

                    (23)

                     (24)

여기서 와  , 는 고정자의 항  인덕턴스이다. 

식 (21)-(22)에 식 (23)-(24)를 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5)

  


           (26)

의 식 (25)-(26)은 인가된 압에 의해 류를 제어하

는 방법을 보여 다. 이에 따른 기  토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7)

여기서 는 pole pair를 의미한다. 아래의 식 (28)-(29)를 

통해서 PMSG의 유효 력  무효 력 출력은 q축  d축 

류에 의해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SC의 d-q축 

류제어 루 는 그림 2와 같다.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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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SC 류 제어 루

Fig. 2 MSC current control loop

2.3 Grid-Side Converter Controller Modeling

PMSG의 GSC 제어의 목 은 back-to-back 컨버터의 

DC-link 압을 제어하고 계통으로의 무효 력 출력에 한 

제어를 수행하는 것이다. 고정자 압 벡터에 회  좌표계

의 d축을 맞춰 조정하고, d-q reference frame에 의해 유효

력  무효 력 출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6].

  

                 (30)

  

               (31)

식 (30)-(31)을 통해 GSC는 d축과 q축 류제어에 의해 

유효 력  무효 력 출력이 결정됨을 보여 다. 이에 따

라 d축 류제어를 통하여 DC-link의 압제어가 가능하고, 

q축 류제어를 통하여 계통으로의 무효 력 출력을 제어 

할 수 있다. 다음으로 PMSG의 GSC와 계통의 압방정식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2)

  


               (33)

  


               (34)

여기서  , 는 GSC와 계통 사이의 임피던스이고,  

식을 계통 압에 해서 d-q reference frame에서 다시 정

의하면 다음과 같다.

  


            (35)

 


            (36)

식 (35)-(36)에서 
′    ′    

라고 하면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37)

  
′               (38)

여기서 cross coupling term( 과  )을 제

거하면, GSC의 d-q축 류제어 루 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GSC 류 제어 루

Fig. 3 GSC current control loop

2.4 DC-link Controller

일반 으로 DC-link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장 

큰 목 은 back-to-back converter의 에 지의 손실을 최소

화 하여 그 로 달하기 함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림 4와 같이 GSC에서 d축 류제어를 통하여 DC-link의 

압 벨을 항상 일정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DC-link 

controller를 구 하 다.

그림 4 DC-link 제어기

Fig. 4 DC-link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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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MSG 풍력발 기의 출력 제어

3.1 MPPT 출력제어

일반 으로 풍력발 기의 최  출력  추종(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제어는 피치 각 제어

(pitch angle control)와 발 기 측 q축 류 제어를 통해 이

루어진다. 풍속 증가에 따른 토크와 회 속도 계에 의해 

출력은 식 (39)와 같이 정의된다[7].

   ×                   (39)

여기서, 은 터빈의 기계  출력, 은 터빈의 기계  

토크, 은 기계  회 자 회 속도를 의미한다. 기계  토

크가 증가하게 되면 기  토크( )가 증가하고 계통으로 

공 되는 기  출력이 증가하게 된다. 토크제어는 풍속이 

증가하는 경우 식 (39)에 의해서 회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토크기  MPPT 제어기는 식 (40)에 의해서 새로운 출력 

지령을 제공할 수 있다.

 
 ×                  (40)

주어진 풍속에서 얻을 수 있는 최 의 기계 인 출력은 

다음 식에 의해 정의된다. 

max  



               (41)

기계  출력에 의해 정의된 블 이드의 최 의 주속비(tip 

speed ratio)는 다음과 같다.

 


                   (42)

여기서 max는 생성된 최 력, 는 air density(= 1.205

), 는 로터의 반지름, 는 풍속, 는 주속비, 는 

블 이드 피치 각, 는 주속비와 블 이드 피치 각의 함

수로 최 의 출력 계수, 는 최 의 주속비, 는 특정 

풍속(m/s)에서 최 의 회 속도(rad/s)를 의미한다. 최 의 

출력 계수 의 계산은 가 0(  = 0.4412,   = 0)으로 

설정되어있을 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의 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43)




 





          (44)

다음의 그림 5-6은 PMSG 풍력발 기의 유효 력 출력을 

제어하는 MPPT controller 구성도이다. 그림 5는 회 자 회

속도를 통해 유효 력 출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그림 5 MPPT 제어기

Fig. 5 MPPT controller

그림 6은 pitch angle controller의 구성을 보인다. 일반

으로 pitch angle control는 터빈 블 이드의 효율을 감소시

킴으로서 발 기 정격 회 속도와 생산되는 력량을 제어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발 기 측의 류제어를 

통해 PMSG 풍력발 기의 출력을 직  제어하므로 pitch 

angle control은 출력제어 시 회 속도가 제한된 최  회

속도(1.2pu)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동작된다.

그림 6 피치각 제어기

Fig. 6 Pitch angle controller

이와 같은 pitch angle control은 DL operation 시 풍속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최  회 속도 이하로 제어

할 수 있고, 풍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pitch angle은 서서

히 감소하여 로 돌아간다.

3.2 DL Control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L control scheme은 최 출력곡

선(Optimal power curve)을 바탕으로 하며 계통운 자의 출

력지령에 따른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기 한 PMSG 풍력발

기의 유효 력 출력제어를 목 으로 한다. DL operation 

시 풍속에 따른 최 의 출력을 결정하고, 출력지령은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기계  회 자 회 속도 지령은 기계  

특성에 한 look-up 테이블을 읽어 풍속에 한 최 출력

곡선에 의해 얻을 수 있다. 그림 7은 최  출력 을 기 으

로 우측 90%의 출력 에서 DL operation을 수행할 경우 회

속도와 출력량을 보인다. 

그림 7 90% 최 출력곡선

Fig. 7 90% Optimal pow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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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풍력발 기의 DL operation 시 운 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풍속이 11m/s 인 경우 최  출력

(C )에서 운 할 수 있지만 KE reserve의 확보를 해서 

90% DL right reference(O )에서 운 한다. 계통의 주 수

가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출력지령(Pref, new)이 결정되고 

DL control을 통해 확보된 KE reserve를 활용하여 즉각

으로 O 에서 A 으로 운 이 이동하고, A 에서 B 까

지 일정시간 동안 출력을 유지한다. 이때 출력과 기계  입

력의 mismatch 때문에 회 속도는 계속 감소한다. B 에 도

달하면 MPPT curve에 따라 회 속도  출력이 동시에 감

소한다. 풍속에 따른 기계  출력과 최  가능출력이 같아지

는 C 에서 회 속도가 안정화된다. 이는 계통 주 수가 안

정화 될 때까지 가능한 최  출력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그

림과 같이 풍속이 12m/s로 증가하여 최  가능출력이 출력

지령보다 큰 경우 C 에서 출력 지령을 수행하기 해 A’

으로 이동하고 회 속도 증가를 해 B’ 으로 이동한다.

다음의 그림 8은 DL control scheme을 통한 출력 제어기

의 구성을 보여 다. 여기서 은 계통의 주 수이고 

은 공칭주 수(60Hz)이며 R은 속도조정비율(speed 

adjustment rate)을 의미한다. 한 두 가지 경우의 DL 

control을 모의하기 하여 sub optimal power curve는 95%

와 90% 두 가지 모드로 구성된다.

그림 8 DL 제어기 구성

Fig. 8 Configuration of DL controller

4. PMSG 풍력발 기 주 수 제어 방안

4.1 KE 증가를 한 DL Operation

KE discharge control은 inertial response control  

proportional control과 달리 converter 제어를 통해 다양한 

출력제어가 가능한 PMSG 풍력발 기의 제어특성을 사용하

여 짧은 시간 동안의 주 수 제어가 요구될 시 미리 정의된 

추가 인 출력을 제공하여 주 수 제어가 가능하며 다른 두 

가지 방식에 비해서 상 으로 큰 contrib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PMSG 풍력발 기의 DL Operation 

시 회 속도는 최  회 속도보다 증가한다. 회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KE reserve는 식 (45)을 통하여 계산

할 수 있다[8].

  


 

               (45)

여기서 J는 성 모멘트, 은 DL operation 시 증가하

는 회 속도, 은 최  회 속도 이다. 출력제어 시 회

속도()가 정해진 풍속에 한 최  회 속도(  

optimal machine speed)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증가

한 회 속도는 PMSG 풍력발 기의 운동에 지를 크게 증

가시키며, 풍력발 기가 출력제어로 인한 비력 뿐 만 아니

라 주 수 제어에 활용 가능한 추가 인 Energy reserve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  한다. 즉, PMSG 풍력발 기의 DL 

control을 통해 확보된 KE reserve는 짧은 시간동안 주 수 

제어에 안정 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계통의 주 수 제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4.2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한 DL control scheme은 주 수 제어에 

참여하여 지속 으로 큰 contribution을 제공하기 해 과도

한 KE discharge를 할 경우 풍력발 기의 회 속도를 크게 

감소시키고, 심한 경우 이로 인해 풍력발 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DL control 시 증가하는 KE를 계통의 

short-term frequency control에 안정 으로 활용할 수 있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을 제안한다. 그림 9는 제

안하는 frequency support control scheme의 개념도이다. 먼

 정상 상태에서 PMSG 풍력발 기는 DL control mode에

서 운 한다고 가정하고, 계통에 외란이 발생하여 주 수 감

소가 발생될 경우 KE discharge mode로 환한다.

그림 9 frequency support control 용 시 출력변화

Fig. 9 Active power output change according to frequency 

support control

KE discharge는 frequency support control을 해 

PMSG 풍력발 기의 출력이 ∆만큼 증가하며, 공 시간

동안 해당 출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해

당 운  상태에서 KE discharge에 따른 기계  출력과 회

속도( )의 계식은 식 (46)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46)

KE discharge는 PMSG 풍력발 기의 출력이 최  가능

출력까지 감소하면 끝나게 되며, 정해진 공 시간동안 해당 

출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풍력발 기의 출력과 출력지령

은 풍력발 기가 정상상태로 돌아가면 max로 회복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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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0은 KE discharge control을 용한 제어기 구성

도이다.

그림 10 KE discharge 제어기

Fig. 10 KE discharge controller

5. 사례연구

5.1 모의 계통 모델링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MSG 풍력발  시스템의 출력 제

어  주 수 제어 방안을 검증하기 하여 두가지 경우의 

모의계통을 구성하 다. 먼 , 첫 번째 모의 계통은 그림 11

과 같이 2MW  PMSG 풍력발 기의 응답 특성을 검증하

기 하여 1기 무한모선으로 구성하 고, 두 번째 모의 계통

은 그림 12와 같이 Wind Farm1(WF1)과 Wind Farm2(WF2) 

2개의 풍력발 단지(각 풍력발 단지는 2MW  PMSG 풍

력발 기 5기 구성)와 2기의 Thermal Unit(52MW Steam 

Turbine, 50MW Gas Turbine)과 계통의 부하로 구성하

다. 이때, 부하는 정상상태에서 100MW의 용량을 갖도록 소

규모 모의 계통을 PSCAD/EMTDC를 통해서 모델링 하

다. 이에 한 발 기 모델링에 필요한 parameter 데이터는 

Appendix에 상세히 첨부하 다.

그림 11 PMSG 풍력발 기 계통 구성

Fig. 11 Configuration of PMSG wind turbine generation 

system

그림 12 PMSG 풍력발 단지 계통 구성

Fig. 12 Configuration of wind farm with PMSGs

5.2 풍력발 기의 모의 계통

제안하는 MSC  GSC의 제어변수에 한 reference의 

변화에 따른 응답 특성을 확인하고, PMSG 풍력발 기의 출

력 제어에 한 모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Case 1: MSC  GSC의 제어 시 풍속의 변화(9∼11m/s)

에 따른 응답 특성을 모의 하 다.

Case 2: 5% DL  10% DL control mode일 때 출력의  

  변화를 모의 하 다.

Case 3: DL control mode에서 KE discharge control

mode로 환됨에 따른 출력의 변화를 모의 하 다.

그림 13-17은 풍속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응답 특성을 보

여 다. 그림 13은 모의에 사용된 풍속의 변화(25  9m/s, 

75  11m/s, 125  10m/s)를 나타낸다. 그림 14는 풍속의 

변화에도 항상 일정한 에 지를 공 하기 해 DC-link 

압은 기 풍속의 격한 변화에 따른 변동이 나타나지만 

25 부터 거의 일정하게 1pu를 유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5-16은 PMSG 풍력발 기의 유효 력 출력과 무효 력 출

력을 보인다. 반면, 그림 17은 출력의 변화와 거의 동일한 

회 속도의 변화를 보인다. Case 1의 결과를 통하여 PMSG 

풍력발 시스템 모델링은 풍속  지령의 변화에 거의 정확

하게 응답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모의에 사용된 풍속 변화(Case 1)

Fig. 13 Variation of wind speed used in the simulation in 

Case 1

그림 14 DC-link 압 변화(Case 1)

Fig.  14 Variation of DC-link voltage i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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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무효 력 출력 변화(Case 1)

Fig.  15 Variation of reactive power output in Case 1

그림 16 유효 력 출력 변화(Case 1)

Fig.  16 Variation of active power output in Case 1

그림 17 회 속도 변화(Case 1)

Fig. 17 Variation of rotation speed in Case 1

풍력발 기의 경우 풍속에 따른 출력의 불확실성으로 인

하여 항시 풍속에 따른 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고 실정에 따라 많은 양의 출력감소는 풍력발 기의 운용

효율 하를 가져오게 됨으로 통상 으로 5∼10%로 설정하

고 있다[8]. 한 DL control mode는 출력의 감소량만큼 머

신의 회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최  회 속도보다 회 속

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머신에 기계 인 스트 스가 작용하

게 됨으로 머신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0.7pu∼1.2pu 사이로 

범 가 지정되고 있다. 따라서 그림 18-19는 Case 1과 같은 

풍속의 변화에 해 125  때 각각 5% DL, 10% DL 

operation(최 출력의 95%  90%의 유효 력 출력) 시에 

한 출력의 변화를 보인다. 그림 18은 최 출력제어의 경

우와 5% DL  10% DL control에 따른 출력의 감소에 

한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19는 이러한 출력의 변화에 따른 

회 자 회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Case 2의 결과에 따라 

출력이 감소하는 경우 회 속도가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

으며 이는 더 큰 KE reserve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8 DL control에 따른 유효 력 출력 변화(Case 2)

Fig. 18 Variation of active power output according to DL 

operation in Case 2

그림 19 DL operation에 따른 회 속도 변화(Case 2)

Fig. 19 Variation of rotation speed according to DL 

operation in Case 2

그림 20-21은 125 부터 각각 5% DL, 10% DL control 

mode로 동작하고 160  때 KE discharge control mode로 

환될 시 출력의 변화를 보인다. 그림 20은 출력 제어를 

통해 확보된 KE reserve를 사용함에 따른 출력의 변화를 

보인다. 그림 21은 추가 인 출력을 제공함에 따른 회 속

도의 감소에 한 변화를 보인다. Case 3의 결과를 통해 

KE reserve를 사용하면 가용 가능한 최  출력보다 더 높

은 출력을 일정시간동안 제공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그림 20 KE discharge operation에 따른 유효 력 출력 변화

(Case 3)

Fig. 20 Variation of active power output according to KE 

discharge operation i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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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각 풍력발 단지의 풍속 데이터

Fig. 22 Wind speed data for each WF

그림 23 각 풍력발 단지의 유효 력 출력 변화

Fig. 23 Variation of active power output for each WF

그림 21 KE discharge operation에 따른 회 속도 변화(Case 3)

Fig. 21 Variation of rotation speed according to KE 

discharge  operation in  Case  3

5.3 풍력발 단지의 모의 계통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 수 제어 방안을 검증하기 해

서 부하의 격한 증가(160  20MW 부하 증가)에 따른 계

통의 주 수가 큰 폭으로 감속하는 경우를 모의하며 이때 

PMSG 풍력발 단지는 각각 다른 풍속에서 출력을 5% DL 

 10% DL control mode롤 동작하며, 160.1 에서 KE 

discharge control mode로 환하여 KE reserve를 사용하여 

추가 인 출력을 제공함에 따른 계통의 주 수 변화를 분석

한다.

그림 22는 각 풍력발 단지에 용한 풍속의 변화(WF1: 

25  9m/s, 75  11m/s, 100  10m/s, WF2: 25  11m/s, 

75  10m/s, 100  9m/s)를 보인다. 그림 23은 각 풍력발

단지에 용된 풍속의 변화에 따른 출력 제어 시 각 풍력발

단지의 출력 변화를 보인다. 그림 24는 WF1의 출력과 

WF2의 출력을 합한 실질 으로 계통에 공 되어지는 출력

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25는 160 에 외란 발생 시 즉각

으로(160.1 ) 미리 정해진 KE reserve를 사용하여 계통

에 추가 인 출력을 제공함으로서 주 수 최   주 수 

회복 속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24 체 풍력발 단지의 유효 력 출력 변화

Fig. 24 Variation of active power output for total WF

그림 25 계통 주 수 변화

Fig. 25 Variation of power system frequency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MSG 풍력발 기가 포함된 력계통의 

안정도 향상을 하여 출력 제어 기법  주 수 제어 기법

을 제안하고 논의하 다. 한 제안하는 DL control scheme

에서는 PMSG 풍력발 기가 sub optimal power curve를 바

탕으로 회 자 회 속도를 통해서 최  가능 출력을 산정하

고 추가 으로 최  가능 출력보다 일정수  낮은 출력으로 

운 하여 비력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회 자 회 속도의 

증가로 인한 KE reserve를 확보한다. 한 PMSG 풍력발

기의 DC-link의 압을 제어하여 계통으로 공 되는 유효

력 출력을 제어하고 확보된 KE reserve를 활용하여 계통의 

frequency support control에 강력한 contribution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하 다. 제안하는 PMSG 풍력박 기의 출

력 제어  주 수 제어 방안의 검증을 해 풍력발 기 1

기 무한모선 계통  2기의 동기발 기와 풍력발  시스템

을 포함한 소규모 계통을 PSCAD/EMTDC를 사용하여 모

델링 하고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Case 1의 결과를 통해 

MSC  GSC의 응답 특성을 확인 하 으며, Case 2의 결

과를 통해 DL control mode의 경우 회 자 회 속도 증가

에 따른 KE reserve의 확보가 가능함을 검증 하 으며, 

Case 3의 결과를 통해 일정시간동안 미리 정해진 추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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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한 풍력발 단지의 

주 수 제어 모의 결과를 통해서 외란발생시 즉각 으로 미

리 정해진 KE reserve 만큼의 추가 인 출력을 계통에 제

공함으로써 계통의 최  주 수 지   주 수 회복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함을 검증하 다. 한, 본 논문은 규모 풍

력발 단지 건설 등에 의한 풍력발  유율 증가에 따른 

계통의 성 부족에 한 방안을 제안하고, 풍속의 격한 

변화 는 출력 지령의 변화에 해 모의함으로써 계통의 

안정도 향상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최근 격히 증가하는 해상 풍

력발 단지의 출력제어  운 략의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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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ppendix

A.1 PMSG 풍력발 기 Parameter

PMSG 풍력발 기의 터빈 모델과 동기발 기 모델은 

PSCAD 라이 러리에 포함된 Machine 모델을 사용하 으

며 세부 parameter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풍력 터빈 모델 parameter

Table 1 Wind turbine model parameter

Description Notation Value

Blade Radius  38 m

Air Density  1.205 kg/m3

Maximum Cp max 0.4412

Rated Wind 

Speed
  12 m/s

표   2  PMSG 발 기 모델 parameter

Table 2 PMSG generator model parameter

Description Notation Value

Rated Generator 

Power
  2 MW

Rated RMS Line 

to Line Voltage
  0.69 kV

RatedMachine 

Speed
  376.99 rad/s

Pole Pairs  11

Gen+Turbine 

Inertia Const.
 5.7267 sec

PM Flux  136 Wb

Stator D-axis 

Inductance
 0.334 H

Stator Q-axis 

Inductance
 0.217 H

Stator Leakage 

Inductance
 0.0334 H

Stator 

Resistance
 0.08 

A.2 Steam Turbine Parameter

모의 계통에서 사용된 발 기는 정격용량 520MW, droop 

constant 0.05의 값을 가지는 제주 TP#2의 PSS/E model 

data를 사용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정격용량을 52MW로 

parameter값들을 비례하여 감소시켜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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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team 터빈 동기발 기 모델 parameter

Table 3 Steam turbine synchronous machine model parameter

Notation Value Notation Value

 5.4 s  0.161 pu

 1.456 pu  1.405 pu

′ 0.206 pu  ′ 0.500 pu

′′ 0.147 pu  ′′ 0.147 pu

′ 3.735 s ′ 0.305 s

′′ 0.032 s ′′ 0.080 s

Rated RMS 

L-N 

Voltage

7.976 kV

Rated RMS 

Line 

Current

0.2008 kA

A.3 Gas Turbine Parameter

모의 계통에서 사용된 발 기는 정격용량 50MW, droop 

constant 0.05의 값을 가지는 제주 GT#3의 PSS/E model 

data를 사용하 다.

표   4  Gas 터빈 동기발 기 모델 parameter

Table 4 Gas turbine synchronous machine model parameter

Notation Value Notation Value

 1.86 s  0.15 pu

 1.94 pu  1.92 pu

′ 0.2259 pu  ′ 0.402 pu

′′ 0.1723 pu  ′′ 0.1723 pu

′ 10.4 s ′ 0.83 s

′′ 0.03 s ′′ 0.055 s

Rated RMS 

L-N 

Voltage

7.976 kV

Rated RMS 

Line 

Current

0.2008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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