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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가
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은 컨버터를 이용한 대규모 계통접속이 가능하여 유
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
로 양호한 바람의 조건으로 풍력발전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장
소이다. 하지만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의 계통연계 시 무효전력의 변화에
따른 전압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계통연계 시, 무효전력의 변화를 관찰한다. 또한
대규모 풍력발전의 계통연계에 따른 전압안정을 위해 무효전력 예비력
을 산정한다.

1. 서    론

풍력발전은 신재생 발전 가운데 기술과 규모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 발전원이다. 그로인해 풍력발전은 계통에 연계되는 발전량
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기의 풍력발전기는 계통으로부터 무효
전력을 흡수하는 특징을 나타내었지만 근래에는 기술발전과 컨버터를
이용한 풍력발전기의 등장으로 유,무효 전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압안정도 관점에서 풍력발전기의 무효전력 제어는 계통 전압제
어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은 용량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이고, 특히 높은 유효전력을 출력하고 있을 시에는 더욱 제
한적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압안정도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 지역의 양호한 바람으로
풍력발전의 설치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전력
계통 내에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의 계통연계 시, 무효전력 수급변화에
따른 예비력 변화를 관찰하고 상정사고 시 가장 심각한 선로사고 시 무
효전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 무효전력 예비력 산정 방안을 제
시한다.

2. 본    론

  2.1 제주 전력계통 분석
제주 전력계통은 육지와 연결된 #1,2 HVDC와 제주도 내 기저 화력발
전기로 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계통의 전력수급은 경제성을 고려하
여 기저부하는 화력발전, 수요 변동은 HVDC가 담당하고 있다[1]. 2015
년 제주의 전력수요는 최대 752MW, 최저 385MW로 예상되고 있다.[2]
<그림 1>은 제주 전력계통도를 나타낸다[3].

<그림 1> 제주 전력계통도 

  2.2 제주계통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계통 접속에 따른 무효전력 
제주 전력계통은 전압보상을 위해 Shunt Capacitor 및 FACTS 설비

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의 이러한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통해 제주계통은
전압/무효전력의 관점에서 안정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의
유효 전력 출력 증가는 연계 선로에서의 추가적인 무효 전력 소모를 급
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풍력단지의 계통연계
에 따른 무효전력의 변화 및 예비력을 관찰하기 위해 4개의 50MW(총
200MW) 풍력단지를 접속하였다. 풍력발전단지는 DFIG 풍력발전기를
등가화된 하나의 풍력발전기로 모델링하였고 운전범위는 진상 0.95 ∼
지상 0.95로 설정하였다.[5]

  2.3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 모델링된 4개의 풍력발전단지는 현재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단지 위치 중 가장 많은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곳으로 선
택하였다. 따라서 접속점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성산, 표선,
한림, 조천 154kV 모선으로 선정하였다.

  2.3.1 무효전력 예비력 변화 산출
제주 계통 내 풍력발전단지가 연계됨으로써 무효전력의 출력량 변화
와 그로 인한 예비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관찰을 위하여 육지와 연결
된 HVDC의 수전량을 줄이고 풍력발전단지의 출력량을 증가시켰다.

모선
번호

풍력연계 전 풍력연계 후
Q gen Q max 예비력 Q gen Q max 예비력

20121 -12 35 47 24 35 11

20122 -12 35 47 24 35 11

20124 8 36 29 36 36 0

20126 5 5 0 5 5 0

20127 5 5 0 5 5 0

20173 -7 36 43 36 36 0

20174 -6 36 42 36 36 0

100000

　

10 16 6

200000 11 16 6

300000 16 16 0

400000 13 16 3

합계 -20 189 209 217 254 37

<표 1> 풍력계통연계 전,후 발전기별 무효전력 예비력

모선
번호

풍력연계 전 풍력연계 후

현재 총용량 예비력 현재 총용량 예비력

130 10 20 10 20 20 0

140 20 20 0 20 20 0

160 10 10 0 10 10 0

190 10 10 0 10 10 0

200 20 30 10 30 30 0

330 10 10 0 10 10 0

350 20 20 0 20 20 0

합계 100 120 20 120 120 0

<표 2> 풍력계통연계 전,후 무효전력 보상장치별 무효전력 예비력

<표 1>과 <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풍력연계 무효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 및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확인하였다. 발전기의 예비력은
209MVar에서 37MVar로 줄어들었고,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20MVar에서
0MVar로 모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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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풍력발전단지 연계 전 154kV 모선 전압

<그림 3> 풍력발전단지 연계 후 154kV 모선 전압

전압 또한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풍력연계 전보다
풍력연계 후에 154V 모선들의 전압이 낮게 유지됨을 볼 수 있다.

  2.3.2 선로고장 시 전압 변화
풍력발전단지가 계통에 연계되었을 때, 선로사고에 따른 전압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은 모의를 실행하였다. 제주 계통 내 선로
들을 파악한 결과 120-130선로, 122-130선로, 140-310선로에 가장 많은
조류량이 흐름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선로들의 고장 시 제주 계통의 전
압변화를 관찰한 결과 140-310 2회선 고장 시 그에 따른 심각성이 가장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장
선로

120-130
(1회선)

120-130
(2회선) 122-130 140-310

(1회선)
140-310
(2회선)

전압
(PU) 0.964 0.959 0.959 0.962 발산

<표 3> 고장선로에 따른 전압변화 

2.3.3  선로고장에 따른 최소 무효전력 예비력 산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0-310선로 2회선 고장 시 조류계산 결과 수
렴하지 못하고 발산하였다. 이는 풍력발전단지 유효전력 출력량 증가에
따른 무효전력 예비력의 변화로 고장 시 무효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인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 최소 무효전력 예비력 산정절차

 

모선번호 모선이름 Pre-Contingency Post-Contingency

120 JEJU TP 1.001069 0.978402

121 JEJU CS 1.001069 0.978402

122 JEJU TS 1.001069 0.978402

130 DONGJEJU 1.000799 0.976956

140 SINJEJU 1.000508 0.972917

150 HALLIM C/C 0.996581 0.996236

160 ANDUK 1.001266 1.000836

170 NAMJEJU TP 1.002435 1.00205

180 SINSEOGUI 0.993723 0.99488

190 HALLA 1.000008 1.004474

200 SUNGSAN 1.004192 0.996978

210 PYOSUN 1.003808 0.999104

220 SANJI 1.000142 0.976274

310 SEOJEJU CS 1.000961 1.002097

330 HALLIM 0.996583 0.996239

350 JOCHUN 1.001355 0.984002

<그림 4>는 가장 심각한 선로고장에 대한 무효전력 수급안정에 따른 전
압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 최소 무효전력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한 흐
름도이다. 선로고장 심각성이 가장 큰 140-310 선로에 대하여 310 모선
에 Shunt Capacitor를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최소 무효전력 예비력을 확
보하고 사고 시 무효전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흐름도를
따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110MVar 설치 시에 사고 전후로 안정적
인 무효전력 수급을 이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에 나태
난 바와 같이 110MVar의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설치하였을 때 설치하기
전에 비하여 154V모선들의 전압이 1PU에 근접하였으나 고장이 발생한
후에도 전압유지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 4>  110MVar 무효전력 보상 시 154kV 모선 전압관찰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15년도 제주계통을 이용하여 제주 계통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연계하였을 때 무효전력 흐름 및 예비력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풍력발전단지가 연계된 상태에서 선로고장에 대한 전
압관점에서의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풍력발전단지
연계에 따른 무효전력 예비력의 감소로 인해 가장 심각한 선로고장 시
계통 불안정이 초래됨을 알 수 있었다. 사고 전 후 Steady-State에서 무
효전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효전력 예비력을 산정하여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
여 제주계통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연계 시 풍속변화 및 상정고장에
대한 Dynamic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Dynamic 무효전력 예비력 산정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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