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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연계형 PMSG 풍력발전시스템의 LVRT 동작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

Hardware Simulator for LVRT Operation Analysis of Grid-Tied 
PMSG Wind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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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ntroduces a hardware simulator for the LVRT operation analysis of the grid-tied PMSG wind 

power system with a power dissipation circuit. The power dissipation circuit, which is composed of chopper and resistor, 

suppresses the sudden increase of DC-link voltage in the back-to-back converter of the grid-tied PMSG wind power 

system. The LVRT operation was first analyzed using computer simulations with PSCAD/EMTDC. A wind power 

simulator including the power dissipation circuit and the fault simulator composed of variac and IGBT were built to 

analyze the LVRT operation. Variou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ower dissipation 

circuit for the LVRT operation. The developed hardware simulator can be extensively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various 

LVRT operations of the grid-tied wind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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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해상풍력에 심이 집 되면서 풍력발 은 단지의 

형화와 개별 발 기의 용량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단일 풍력발 기에서 생산되는 력량이 커지면서 정상운

과 사고발생 시 연계된 력계통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

로 분석하고 이에 한 효과 인 책을 수립하는 것이 

단히 요하게 되었다[1-4]. 재 용량 풍력발 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 기는 권선형 유도발 기와 구자석형 

동기발 기의 2 종류이다. 권선형 유도발 기는 통상 회

자 측에 BTB(back-to-back) 압원 컨버터를 이용하여 

력계통에 결합한 이 여자 유도발 기(DFIG: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방식으로 운용되는데 력계통에 고장

이 발생하면 회 자 측에 설치한 crow-bar를 동작시켜 

LVRT(low voltage ride through) 문제를 해결한다[5]. 한편 

구자석형 동기발 기(PMSG: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는 고정자 측에 BTB 압원 컨버터를 이용하여 

력계통에 결합한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면 BTB 압원 컨버터의 DC link 압이 상승하여 

컨버터의 소손을 유발한다[6-7]. 이 DC link 압의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DC link 단에 항을 삽입하여 열에 지

로 소모하는 방법이 가능하나 DC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

지 못해 교류 압의 회복 시 신속한 재가동에 어려움을 유

발한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하여 DC link 단에 퍼

와 항을 삽입하여 DC link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잉여 에 지를 항에서 열에 지로 소모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8]. 그러나 제안된 방식에서는 동작분석 결과만 제시

하고 DC link 압을 억제하기 한 구체 인 퍼의 압

과 류 제어에 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한, LVRT 동작을 분석하는 시뮬 이터에 한 연구로 

력소모회로가 없는 BTB 컨버터의 MSC(machine side 

converter)와 GSC(grid side converter)의 류제어  압

제어 방법에 한 연구가 있었다[9]. 하지만 력소모회로 

용 시의 반 인 특성을 체계 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수

행되지 못하 다.

본 논문에서는 력소모회로를 가지고 있는 계통연계 

PMSG 풍력발 의 LVRT 동작을 체계 으로 분석하기 

해 3[kW] 용량의 하드웨어 시뮬 이터를 제작하고 실험을 

실시하 다. 퍼와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력소모회로

는 연계된 력계통에 순간 압강하 는 더 심각한 순간정

이 발생한 경우 BTB 압원 컨버터의 DC link 압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동작한다. 이 력소모회로는 DC 

link 압의 상승 시에만 동작하며, 풍력 발 시스템과의 연

동 없이도 풍력 발 시스템의 력 변환 장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구자석형 풍력발 시스템의 터빈은 유도

동기와 모터드라이 로 모의하고 그리드의 순간 압강하

와 순간정 은 별도의 모의장치를 제작하여 모의하 다. 제

작한 PMSG 풍력발  모의장치, 에 지 소모회로,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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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SC Controller

(b) GSC Controller

(c) Chopper Controller

그림 3 MSC와 GSC 그리고 퍼의 제어기 구성

Fig. 3 MSC, GSC and Chopper Controller

사고 모의장치를 연결하여 LVRT 상황에서의 동작을 분석 

하 다.

2. 풍력발 의 LVRT 계통연계 규정

풍력발 의 용량화와 단지화 추세에 따라 풍력발 이 

력계통의 력품질이나 안정도에 미치는 향도 무시 할 

수 없게 되었다. 풍력발 의 불안정한 출력변동, 즉 측이 

어려운 발 량 변동으로 인해 계통연계 시 계통의 안정 인 

운 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계통의 사고 등으로 인해 풍력발 시스템이 연쇄 으로 차

단되기도 하 고, 도시의 블랙아웃 상을 가져온 사례도 발

생했다고 해지고 있다.

계통운 자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계통의 안정 인 

운 을 해 계통에 속하고자 하는 풍력발 이 계통의 신

뢰도와 안정도를 해하지 않도록 계통연계규정 즉 그리드

코드(Grid Code)를 두고 있다[10-12]. 계통연계규정은 일반

으로 유무효 력의 조 을 한 제어 기 , 주 수 범 에 

따른 운  기 , 기품질 련 기 이 있고, 한 계통사고 

시 풍력발 의 연계운  기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독일의 LVRT 계통연계 규정 [13]

Fig. 1 LVRT limit curve in German Grid Code [13]

계통사고 시 풍력발 의 연계운 에 한 기 은 각국이 

자국의 계통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 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독일의 계통사고 시 풍력 발 의 연계에 한 

LVRT(low voltage ride through) 기 이다[13]. 이 LVRT 

기 은 계통사고 시 풍력발 이 계통과 연계된 상태에서 연

속 으로 동작할 때 공통 연계  PCC(point of common 

connection)에서의 압 하율, 압 지속시간, 회복시간

에 해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LVRT 기 이 가장 엄

격하여 압 하율이 0[pu]으로 순간정 을 의미하고 고장

의 지속시간이 0.15[s]이다. 그리고 회복 압이 0.9[pu]이고 

회복시간은 1.5[s]이다.

3. 풍력발 의 LVRT 특성 분석

3.1 시뮬 이션 모델

그림 2는 5[MW] PMSG 풍력발 의 LVRT 특성을 분석

하기 한 시뮬 이션 모델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

림에서 5[MW] PMSG 풍력발 시스템은 사고모의 장치를 

통해 력계통에 연계되어 있다. 한 사고발생 시 LVRT 

동작이 가능하도록 연계용 BTB 컨버터의 DC link 압의 

상승을 억제하기 한 퍼와 항으로 구성된 력소모회

로(power dissipation circuit)를 가지고 있다. 이 력소모회

로는 DC link 압의 변동에 따라 동작하므로, 기존의 풍력 

발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하지 않다. 한 5[MW] PMSG 

풍력발 기의 출력은 BTB 컨버터와 사고모의 장치 그리고 

3상 6[MVA] 3.3[kV]/22.9[kV] 변압기를 통해 22.9[kV] 배

계통과 속되어 있다.

그림 2 PMSG 풍력발 의 LVRT분석 시뮬 이션 모델

Fig. 2 LVRT Analysis Model for PMSG Wind Power System

그림 3은 발 기에 결합된 컨버터 MSC(machine-side 

converter), 그리드에 결합된 GSC(grid-side converter), 그

리고 력소모회로에 있는 퍼의 제어기 구성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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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operation

(b) Sag & Fault operation

그림 5 LVRT 동작분석을 한 사고 모의장치

Fig. 5 Fault & Sag Simulator for LVRT Operation

그림 6 풍력발 의 LVRT 운용 략

Fig. 6 Operation scheme for Wind Power System under 

Grid Fault

이다. 

정상 인 운  상태에서, MSC는 블 이드의 속도제어를 

통해 발 을 하고 있으며, GSC는 DC link 압의 제어를 

통해 발 된 력을 계통으로 보낸다. 결합된 Chopper는 정

상상태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계통 원의 비정상 상황에

서는 MSC에서 발 된 력을 계통으로 보낼 수 없으므로, 

DC link 압이 상승한다. 이 때, 력 변환 장치의 소손을 

막기 해 chopper가 동작하며, DC link 압의 제어를 수

행한다. 

그림 4는 본 시뮬 이션 분석에서 고려한 랑스 Areva 

사의 5[MW] PMSG 풍력발 기에 한 외형과 성능 데이터

를 나타낸 것이다. 이 풍력발 기는 풍속이 4[m/s] 일 때 발

을 시작하여 풍속이 12[m/s] 일 때 5[MW] 정격출력을 생

산하기 시작하여 풍속 25[m/s] 까지는 블 이드의 피치제어

로 이 출력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출력이 차단된다.

그림 4 Areva M5000의 외   성능 데이터

Fig. 4 Technical Features of Areva M5000 Wind Power 

Generator

그림 5는 제작한 하드웨어 시뮬 이터에서 LVRT 동작을 

분석하기 해 고안한 사고모의 장치의 구성과 동작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사고모의 장치는 시간에 따라 출력 압의 

크기를 조  가능한 탭-변압기, 2개의 양방향 IGBT 스 치, 

그리고 1:1 권수비변압기로 구성되어 있다. 3상 력계통의 

사고를 각 상별로 다양하게 모의할 수 있도록 실제 시뮬

이션에서는 이 모의장치 3세트를 사용하 다. 정상 동작 시

에는 스 치 S1⇒OFF, S2⇒ON 상태로 그림 5(a)와 같이 

압강하가 발생하지 않고, 반면에 그림 5(b) Sag & Fault 

시에는 S1⇒ON, S2⇒OFF 상태로 탭-변압기에 의해 강하된 

압은 1:1 권수비 변압기를 통해 원에 직렬로 주입되어 

압강하를 발생한다.

BTB 컨버터의 DC link 압을 억제하기 한 력소모

회로는 2상한 퍼와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퍼에 연결

되는 항의 크기는 사고 후 DC link 압의 허용치와 이 

항에 걸리는 압과 흐르는 류를 고려하여 정하게 설

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에서 소모되는 력의 크기를 

풍력발 의 정격용량의 2배인 10[MW]로 설정하고 이에 맞

게 퍼의 류용량과 항의 크기를 설정하 다. 이 경우 

류용량을 1[kA]로 잡으면 10[Ω]을 사용하면 되지만 항

에 나타나는 압이 10[kV]로 DC link 압보다도 높게 된

다. 즉, 10[Ω]이상의 항을 달게 되면 류의 크기는 작지

만 상 으로 압이 높게 된다. 따라서 압의 크기와 강

압 퍼로의 동작을 고려하여 항 값을 2.5[Ω]으로 설정하

다. 이 경우 항에 흐르는 류의 크기는 2[kA] 이고 항

에 걸리는 압은 5[kV]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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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s]

(a) Grid instantaneous voltage

[V]

[s]

(b) Grid RMS voltage

[s]

[W]

(c) Wind turbine power

[W]

[s]

(d) PCC power

[V]

[s]

(e)  DC link voltage

[V]

[s]

(f)  DC link voltage

[kA]

[s]

(g) Current flowing through chopper

[W]

[s]

(h) Power consumed by chopper

그림 7 LVRT 동작 시뮬 이션 결과

Fig. 7 Simulation Results for LVRT Operation

3.2 LVRT 운용 방안

계통사고 발생 시 PMSG 풍력발 의 운용 략은 그림 6

과 같다. 먼  사고가 발생하면 계통 연계 에서 센서를 통

해 사고를 감지하고 LVRT 기 을 만족하도록 풍력발 을 

바로 탈락시키지 않고 계통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계통의 복

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LVRT 기 에 따라 사고발생 후 

회복하는 동안 풍력발 이 생산한 력을 MSC(machine- 

side converter)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블 이드의 회 속도

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이 속도가 한계치를 넘게 되면 

블 이드가 손되는 험을 래한다. 따라서 블 이드의 

한계속도를 정해 놓고 이 한계속도를 과하지 않는 경우 

MSC에서 DC link 압 제어를 수행하고 반 편의 GSC 

(grid-side converter)에서는 무효 력을 투입하면서 계통

압을 회복하도록 한다.

한편 한계속도를 과한 경우 계통이 회복되지 않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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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이드의 기계  손을 방지하기 해 발 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발 기에서 생산된 력을 소모시키기 해 

DC link 단에 강압 퍼와 항으로 구성된 력소모회로를 

설치한다. 

퍼가 동작하는 조건은 DC link 압이 미리 설정된 

압보다 높아지는 경우이다. 정상 인 동작 상황에서는 GSC

의 압 제어로 DC link 압은 상승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정상 동작 상황에서는 DC link 압이 상승하여, 퍼가 

동작하게 된다. 퍼는 미리 설정된 값으로 DC 압을 일정

하게 제어한다.

이 퍼는 발 된 잉여에 지를 소모하다가 계통 압이 

회복되면 GSC에서 다시 DC link 압 제어를 수행하고, 

DC link 압이 설정된 압보다 낮아지면, 퍼는 동작을 

멈춘다. 만일 계통 압이 장시간 회복되지 않으면 블 이드

의 피치제어(pitch control)를 통해 발 량을 차 인다. 

그 동안 발 된 력은 퍼를 통해 모두 소모하며, DC 

link 압은 일정하게 유지하여, 원 압이 회복되는 시

에 바로 GSC가 동작하도록 한다. 

3.3 시뮬 이션 결과

계통연계 PMSG 풍력발 의 정상동작 시 성능을 분석하

는 시뮬 이션 모델에 해서는 이미 참고문헌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14]. 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  5[MW] 

PMSG 풍력발 의 풍속에 따른 출력변동을 상세하게 분석

하 다. 이를 기반으로 LVRT 동작을 분석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해 정격 풍속인 12[m/s]로 고정하고 시

뮬 이션을 실시하 다. 한 사고모의 장치는 2[s]에서 사

고가 발생하여 0.15[s] 동안은 압이 0[pu]이고 1.5[s] 후에

는 정상 압으로 회복한다고 가정하여 독일의 LVRT 기

과 동일하게 모의하 다.

그림 7(a)와 (b)는 에서 설명한 사고모의에 의한 풍력

발 기에 걸리는 압의 순시 형과 실효치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7(c)는 풍속을 12[m/s]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통에 사고가 발생 후 회복될 때 터빈의 출력을 나타낸 것

이다. 터빈의 출력은 사고동안 출력의 과도  변동은 있으

나 아주 심하지 않다. 그림 7(d)는 그리드에 공 되는 력

의 변동을 나타낸 것인데 사고동안은 터빈의 출력이 계통으

로 달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e)는 DC link 압

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사고동안은 DC link 압이 일시

으로 상승하다가 계통의 압이 회복을 시작하면서 서서

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계통의 사고로 인해, 짧은 시

간 안에 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비하기 한 운용 

략이 없는 경우, 력 변환 장치의 소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7(f)는 퍼와 항으로 이루어진 력소모회로를 

용한 경우 DC link 압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기 에는 6.4[kV]로 일정 압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

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DC link 압이 상승하게 된다. DC 

link 압이 정격치의 5%까지 상승하면 퍼가 동작하여 일

정 압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g)와 7(h)는 퍼에 

흐르는 류와 소모 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 후, 계통이 복

구되면, GSC가 동작하여, DC link 압을 제어하며, DC 

압은 6.4[kV]로 복귀하고, 퍼는 동작을 멈춘다.

4. LVRT 동작의 실험  분석

4.1 하드웨어 시뮬 이터

그림 8은 PMSG 풍력발 의 LVRT 동작을 실험 으로 

분석하기 한 하드웨어 시뮬 이터의 체 구성을 나타낸 

사진이다. 풍력발  시뮬 이터에서는 주어진 풍속데이터를 

가지고 PC 상에서 수리모형을 통해 터빈의 최 토크를 산

출한 후 MG(motor-generator)세트의 유도 동기 드라이

에 공 하여 풍력터빈의 출력특성을 모의한다. 유도 동기

와 결합된 PMSG 발 기는 공 된 토크에 따라 발 출력을 

형성하고 BTB 컨버터를 거쳐 그리드에 변압기와 고장모의 

장치를 거쳐 3상 220[V] 원에 연결된다. MG 세트의 특성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그림 8 PMSG 풍력발 의 LVRT 동작모의를 한 하드웨어 

구성

Fig. 8 Hardware Experimental Set-up for LVRT operation 

Analysis of PMSG Wind Power System

M-G Set input voltage 380 [V]

Input rated frequency 60 [Hz]

Motor rated Power 7.5 [kW]

Motor rated rotational speed 1750 rpm

Generator rated Power 5.5 [kW]

Generator rated rotational speed 1750 rpm

Generator pole 6 pole

Generator rated output voltage 190 [V]

Generator rated output frequency 87.5 [Hz]

표 1 MG 세트 특성 데이터

Table 1 Parameters for M-G Set

Input voltage 220 [V] 

Input rated frequency 60 [Hz]

DC link Voltage reference 400 [V]

DC link capacitance 1500 [uF]

Switching frequency 10 [kHz]

Grid connected reactor 5 [mH]

Transformer 220:220[Y-Y]

Transformer capacity 5 [kVA]

표 2 BTB 컨버터의 특성 데이터

Table 2 Parameters for BTB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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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V]

(a) Fault & Sag Simulator Voltage

  
[s]

[kV]

(b) DC Link Voltage without Chopper

[s]

[kV]

(c) DC Link Voltage with Chopper

  

[A]

[s]

(d) Current flowing through chopper

그림 9 LVRT 동작 시뮬 이션 결과 형

Fig. 9 Simulation Results for LVRT Operation

BTB 컨버터는 10[kHz] 스 칭 PWM으로 동작하는 2

의 인버터로 MSC와 GSC로 구성되어있다. MSC는 PMSG

와 연결되어 최 출력  추 을 한 속도 제어와 무효 력

제어를 수행한다. GSC는 계통과 연결되어 DC link 압을 

일정하도록 제어하고 무효 력제어를 수행한다. BTB 컨버

터의 특성 데이터는 표 2와 같다.

한 력계통의 사고를 모의하기 해 앞에서 설명한 탭

-변압기와 IGBT 스 치, 그리고 1:1 변압기로 구성된 사고

모의 장치를 제작하 다. 다만 계통의 압강하를 연속 으

로 모의하고 각상별 압강하를 달리할 목 으로 단상 슬라

이덕스 3 와 1:1 단상변압기 3 를 사용하여 사고모의 장

치를 제작하 다. 그러나 이 사고모의 장치는 압회복을 

Ramp 형태로 모의가 불가능하여 Step 형태로 모의하 다. 

DC link 과도 압 상승을 억제하는 력소모회로의 퍼는 

IGBT 듀얼 모듈을 사용하여 제작하 고 10[kHz]로 스 칭 

동작을 한다.

4.2 LVRT 컴퓨터 시뮬 이션

제작한 LVRT 동작분석을 한 하드웨어 실험장치를 테

스트하기 에 실험장치의 동작을 사 에 분석할 목 으로 

컴퓨터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먼  사고모의 장치가 

2[s]에서 압이 0[pu]로 되고 3.5[s] 후에 압회복이 Step 

형태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는 독일의 LVRT 규

정에 비해 상당히 혹독한 상황으로, LVRT 동작을 실험 으

로 분석하는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단하여 step 형태

의 압 회복 상황을 채택하 다.

그림 9(a)는 사고모의장치의 출력 압을 RMS 값으로 표

시한 것이다. 그림 9(b)는 퍼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풍력

발 의 출력이 력계통에 달되지 못하면서 BTB 컨버터

의 DC link 압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최 압은 정격 압에 해 3배 이상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c)는 퍼가 동작하여 DC link 압이 상승하

지 않고 일정하게 제어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계통 압이 

회복하게 되면 다시 GSC에서 압제어를 수행하게 되고 

퍼는 동작을 멈추게 된다. 그림 9(d)는 퍼에 흐르는 류

와 력의 크기를 나타낸 것인데 비교  일정한 류제어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3 LVRT 동작특성 실험

앞 의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분석하기 해 제작한 하

드웨어 시뮬 이터를 가지고 LVRT 동작분석을 한 실험

을 실시하 다. 먼  사고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3.5[s] 동안 

력계통의 압이 0[pu]가 될 때 DC link 압의 변동을 

측정하 다. 다만 실험에서는 DC link 압이 무 크게 상

승할 경우 소자의 내압 때문에 커패시터와 IGBT의 소손이 

생길 수 있어 DC link 압의 정상치가 400[V]이므로 

500[V] 이상이 될 경우 시스템을 shut-down 하 다.

그림 10(a)는 원에 사고가 발생하 을 때 BTB 컨버터

의 DC link 단에 나타나는 압의 크기를 보인 것인데 

400[V]에서 500[V]까지 상승하다가 계통 원이 차단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시뮬 이션에서와 마찬가지로 계통에 사

고가 발생하면 GSC에서의 DC Link 압을 일정하게 제어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발 기에서 생산되는 력이 DC link 

압을 상승시킨다.

그림 10(b)는 400[V]로 DC link 압을 일정하게 제어하

는 상황에서 계통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퍼가 일정 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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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C link voltage without chopper

(b) DC link voltage with chopper

(c) Phase A voltage during fault

(d) Chopper current during fault

그림 10 하드웨어 시뮬 이터의 LVRT 동작 특성 결과 형

Fig. 10 LVRT Experimental Results for PMSG Wind Power 

System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퍼는 DC link 

압이 420[V]가 되면 동작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퍼의 

제어신호는 풍력발 과 연동함이 없이 DC link 압을 통해 

독립 으로 계통사고를 인식하고 동작한다. 따라서 DC link 

압의 상승을 억제하는 chopper는 풍력 발  시스템과 연

동 없이, 풍력 발  시스템 보호용으로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0(c)는 계통의 A상 압을 나타낸 것으로 

사고 상황을 인지하기 한 형이다. 그림 10(d)는 퍼의 

류 형을 나타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통연계 PMSG 풍력발 의 LVRT 동작

을 분석하는 하드웨어 시뮬 이터를 소개하고 있다. 제안하

는 하드웨어 시뮬 이터는 풍력발  시뮬 이터, 력소모회

로, 그리고 사고모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풍력발  시뮬 이터는 유도 동기와 PMSG 발 기로 구

성된 MG 세트와 2 의 PWM 컨버터로 구성된 BTB 컨버

터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력소모회로는 퍼와 항으

로 구성도어 있고, 사고모의 장치는 IGBT 스 치와 탭-변

압기와 1:1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하는 하드웨어 시뮬 이터는 3[kW] 용량으로 계통과 

연계된 PMSG 풍력발 의 LVRT 동작을 실제와 가깝게 모

의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LVRT 동작에서 잉여 력을 

제거하는 퍼와 항으로 구성된 력소모회로는 구성과 

제어가 간단하면서도 충분한 시스템 보호성능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하드웨어 시뮬 이터는 계통과 연계된 PMSG 

풍력발 이 연계된 교류계통의 사고에 한 향을 실험실

에서 체계 으로 분석하고 그 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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