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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coordinated control scheme of a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 (DFIG)-based wind power plant
(WPP) to suppress the overvoltage after a fault clearance. To achieve
this, the variation of the terminal voltage at a fault clearance is
captured and used to DFIG and WPP controllers. As a result, DFIGs
within a WPP suppress the overvoltage rapidly by reducing the
reactive power injectio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was investigated for a 100 MW WPP consisting of 20 units of 5
MW DFIGs for a grid fault. The results show the proposed scheme
successfully suppresses the overvoltage at the point of
interconnection.

1. 서    론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주파수와 전압이
안정 범위 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풍력에너지의 수용률이 높은 전력망의
경우, 풍력단지 또는 풍력발전기는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동기발전기와 유사한 주파수와 전압 제어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1, 2].
풍력단지 연계점의 전압이 풍력단지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
하기 위해서, 다수의 풍력발전기들로 구성된 풍력단지는 연계점의 전압
상태에 따라 풍력단지의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풍
력단지가 이와 같은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계점에서 전압 보상에
필요한 무효전력을 각 풍력발전기들이 공급하는 계층적 전압제어 시스
템이 필요하다 [3].
풍력단지는 저전압 사고 이후 연계점 과전압 억제가 필요하다. 저전

압 사고 이후 연계점 과전압 억제가 효과적이지 못할 시 과전압으로 인
한 풍력단지의 대규모 탈락이 일어날 수 있다 [4]. 계통과 풍력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풍력단지는 사고 제거 이후 과전압을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 풍력단지의 연계점 전압 제어를 위한 풍력단지의 계층적 제어 방
법들이 제안되었다 [5-6]. 참고문헌 [5]에서는 단지제어기가 무효전력-
전압 특성을 이용하여 연계점 전압 제어에 필요한 무효전력을 계산하며,
풍력발전기 제어기는 전압제어 모드로 동작한다. 따라서 전압 회복에 빠
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데, 연계점에서의 전압 오차가 작은 경우 연계
점 전압에 정상상태 오차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6]에서는 단지제어기와
풍력발전기 제어기를 전압 제어 모드로 이용하고, 각 풍력발전기의 전압
제어 이득을 바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풍력발전기의 가용한 무효전력
공급량에 비례하도록 설정하여 참고문헌 [5]에서 제시한 전압 제어 시스
템 보다 전력망 사고에 대해 연계점 전압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
만, 이 방식은 풍력단지의 바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전압 제어 이득에
의해 풍력단지의 전압 제어 성능이 결정되며, 사고 이후 발생하는 연계
점 과전압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고 제거 이후 DFIG 풍력단지 연계점 과전압 억제를

위한 협력제어를 제안한다. 풍력발전기 제어기는 전압 변동을 측정하여
발전기 단자 전압 측정값을 조정함으로써 과전압을 억제한다. 단지제어
기는 각 풍력발전기 제어기의 측정 전압 변동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연
계점 전압 측정값을 조정하여 연계점 과전압을 억제한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100 MW DFIG 풍력단지가 전력망에 연계된
모의 전력망을 모델링하였고, 전력망 저전압 사고를 모의 하였다.

2. 과전압 억제를 위한 DFIG 풍력단지의 LVRT 협조제어

2.1 풍력발전기 제어기
그림 1은 제안한 방법의 풍력발전기 제어기를 나타낸다. 풍력발전기

제어기는 전압 제어 모드로 운전되며, 단지제어기에서 전송한 전압 오차
신호와 풍력발전기 제어기의 전압 기준 값을 더한 값에 풍력발전기 출
력단에서 측정된 전압 값과 측정된 전압 값의 변동량을 가감하여 전압

오차 값를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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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WGiref는 풍력발전기 제어기의 전압 기준 값이고 ΔuWGiref는 단지
제어기에서 전송한 전압 오차 신호이고 uWGi는 풍력발전기의 실효 단자
전압이고 ΔuWGi*는 풍력발전기의 실효 단자 전압 변동량이다.
제안한 방법의 발전기제어기가 수식 1에 의해 전압을 제어하여 Δ

uWGi*가 큰 값을 가질 경우 uWGi가 작은 값을 가지도록 전압이 제어되어
과전압이 발생할 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의 풍력발전기는 전압 변동량 측정기(그림 2)를 이용하여

전압 변동량을 측정한다.

∆      ∆ (2)

여기서 Δt는 변동량 측정을 위한 시간 설정값이다. 본 논문에서 △t는
20 ms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전압 변동량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전압
이 크게 상승할 때만 유효한 값을 가지기 과전압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ΔuWGi을 0.2 초 주기로 갱신한다.
풍력발전기 제어기는 전압 오차 신호를 전압 제어 이득(ki)에 곱해 무

효전류 기준 값을 생성하여 풍력발전기 단자 전압을 제어기 전압 기준
값으로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 ki는 6.6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제안한 방법의 풍력발전기 전압제어기

<그림 2> 전압 변동량 측정기

2.2 단지제어기
그림 3은 제안한 방법의 단지제어기를 나타낸다. 단지제어기는 전압

제어모드로 운전되며, 연계점에서 만족해야 할 전압의 기준 값과 연계점
에서 측정된 전압의 각 풍력발전기에서 측정한 전압 변동량의 평균의
차이를 차감하여 연계점 전압 오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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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제어 이후 과전압 억제를 위한 DFIG 풍력단지의 협조 전압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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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풍력단지 내 풍력발전기의 수이다.
단지제어기는 연계점 전압 오차를 비례 적분 제어기의 입력으로 하여

각 풍력발전기에 새로운 전압 오차 신호를 전송하여 연계점 전압을 연
계점 전압 기준 값으로 제어한다.

<그림 3> 단지제어기

3. 사례연구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4의 모의 계통을
EMTP-RV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풍력단지는 5MW급 DFIG 20기
로 구성되어 있으며, 4기의 DFIG가 2.3/33kV승압 변압기를 통해 각 피
더 케이블에 연결된 구조이다. 총 5개의 피더케이블은 33/154kV 해상변
전소에 접속된다. 해상변전소로부터 연계점까지의 거리는 10km이며
154kV급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 구조이다. 전력망은 내부 임피던스를 포
함한 정현 전원으로 모델링 하였고 전력망과 풍력단지의 SCR은 5로 설
정하였다. 풍력단지의 입력 풍속은 12m/s이고 풍향은 0도에 후류효과를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망 사고로 정현 전원 앞단에 3상 단락
사고를 모의 하였다.

<그림 4> 모의 계통

3.1 사례 1: 계통 3상 단락사고, 150ms 지속
그림 5는 사례1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5a는 연계점 전압, 그

리고 그림 5b는 연계점 전압 측정값의 조정량이다. 그림 5c는 연계점에
서 가장 가까운 1열 풍력발전기의 단자 전압이다.
그림 5a를 참조하면,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6] 보다 연계점 과전압

억제에 효과적이다. 제안한 방법은 연계점 전압 회복 시점에 발전기 제
어기가 풍력발전기 단자 전압 변동량을 이용하여 계통의 과전압을 감지
하고 단자 전압 측정값 조정을 통해 연계점 과전압을 억제하여 기존 방
법에 최고점 전압인 1.11 p.u.에 비해 최고점 전압이 0.05 p.u. 낮다. 또
한 단지 제어기의 연계점 전압 측정값을 조절하여 기존 방법에 비해 연
계점 전압이 연계점 전압 기준 값을 초과하는 시간이 짧다.
그림 5b는 제안한 방법에서 단지제어기의 연계점 전압 측정값의 조정

량이다. 발전기 제어기가 계통 전압 회복을 감지하고 전압 변동량을 이
용한 단자 전압 측정 조정 값이 7.3초에 단지제어기의 연계점 전압 측정
값에 조정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c를 참조하면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한 방법의 풍력발전기 단

자 전압의 과전압이 효과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방법
의 1열 풍력발전기 단자 전압의 최고점이 1.1 p.u.에 비해 제안한 방법
의 최고점 전압을 0.06 p.u 낮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망 사고 제거 이후 발생하는 연계점 과전압을 억
제하기 위한 DFIG 풍력단지의 협력제어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각 풍력

발전기 제어기는 전압 변동을 감지하고, 단자 전압 측정값과 단자 전압
변동량을 이용하여 얻은 전압 오차로 발전기 제어기가 전압 제어를 수
행한다. 제안한 전압 제어 방법은 풍력발전기 제어기가 감지한 연계점의
전압 변동을 풍력발전기 제어기와 단지제어기의 전압 측정값을 조정하
여 전력망 사고 시 연계점 과전압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a) 연계점 전압

(b) 단지제어기 전압

(c) 1열 풍력발전기 단자 전압
<그림 5>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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