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7 -

Abstract - As the global to increase the wind power penetration in
the power system, grid-integration standards have been proposed for
the stable integration of the large-scale wind farm. Particularly, the
low voltage ride through function has been emphasized, as it relates
to the voltage and reactive power control of the wind turbine and the
rest generators. This paper proposes the non-wind power generator
control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wind power penetration.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trategy, the simulation study
is implemented in the Jeju power system. It can improve the wind
power penetration by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control generators.

1. 서    론

풍력발전의 집중화 및 대규모화는 풍력발전기의 유무효전력 제어특징
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즉, 계통에서 차지하는 풍력발전량의 비율
이 증가함과 동시에 풍력발전단지와 계통의 연계점 근처에서의 전압변
동이나 계통 전체에서의 주파수 변동을 발생시킨다[1]. 이러한 제한사항
을 극복하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전체 발전량의 30% 정도를 풍력발
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대형발전소들이 단순
히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 외에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중요
한 역할로 수행하는 것처럼 풍력발전 단지도 무효전력 제어를 포함한
제어능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계통의 안정
성을 확보하면서 풍력발전 도입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설
비가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효전력 제
어를 포함한 제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효전력은 주파수와 달리 국부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계통 특성에 따
라 협조제어 또는 중앙통합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제어한다[3]. 효과적인
무효전력 관리는 앞으로 풍력발전출력 비율 증과와 함께 수반되는 전압
품질 저하와 같은 현상을 향상시켜주며 나아가 계통 사고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순동무효전력 예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발전기 무효
전력 출력의 최적운용으로 인한 유무효전력 손실저하 목적달성과 함께
주요 모선의 전압유지 기능과 발전기 무효전력 한계량이 동일시점에 도
달하게 할 수 있으며 계통의 무효전력 출력 제어량을 조절함으로써 계
통에서 차지하는 풍력발전기의 출력 비율 증가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례 적분(proportional integration, PI) 제어
기법이 적용된 무효전력 평활화 제어 알고리즘을 비 풍력발전기에 적용
하여 계통에서 차지하는 풍력발전량의 수용 한계치 변화를 적용 전후로
비교하고 제주 실 계통에 적용하여 계통 운영과 연관된 전압 및 무효전
력 관점에서 그 효과를 검토한다.

2. 본    론

  2.1 발전기 무효전력 평활화 제어 알고리즘
발전기 무효전력 출력은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자신의 현재 무효전력
발전량에 기초하여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발전기 무효전력 평활화 방법
은 정상상태에서 핵심모선(key bus)의 전압 유지를 위해서 발전기들이
각자가 가지는 무효전력 여유에 비례하여 무효전력을 공동으로 출력함
으로써 다양한 부하 수준에 대응하고 무효전력 여유 한계에 동시에 다
다르기 위한 발전기 제어 기법이다. 이때, 핵심모선의 전압 제어에 참여
하는 발전기는 핵심모선과 발전기사이의 감도행렬을 통해 구한다.

  2.1.1 핵심모선 및 참여발전기 선정
전력조류 방정식의 자코비안 행렬로부터 아래와 같은 감도식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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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부하모선의 무효전력 변화에 대한 전압 변화를 나타내고, 식
(3)는 발전기의 무효전력 변화에 따른 부하모선의 전압 변화를 표현하는
감도행렬이다[4]. 이렇게 구성한 감도행렬을 이용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
족하는 핵심모선(x)과 발전기(y)를 핵심모선(x) 제어를 위한 참여발전기
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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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1.2 비례 적분 제어 기법을 이용한 제어 블록
핵심 모선의 전압을 관찰하여 핵심 모선의 전압 기준치와 비교를 하
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비례-적분(Proportional-Integration, PI) 제
어를 통해 발전기 무효전력 출력 변화량 신호를 발생한다. 이 신호로부
터 현재 발전기의 무효전력 용량을 고려하여 발전기 단자전압의 출력
조정신호(단자전압 변화)가 적분 제어를 통해 발생된다.
상위 제어기에서는 핵심 모선 전압 유지를 위한 적정 무효전력 양을
각 단위 발전소 별로 계산하여 신호를 보내고 각 단위 발전소에서는 받
은 무효전력 신호를 바탕으로 각 단위 발전소의 발전기의 무효전력을
제어하게 된다.

<그림 1> 발전기 제어 블록

는 발전기 무효전력 출력, 는 발전기의 승압변압기(step-up

transformer) 리액턴스이고, 는 핵심 모선과 참여 발전기 사이의 감

도이다. 아래 표는 제주 계통의 발전기 파라미터 결과이다.

 <표 1> 제주 계통 발전기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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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전력 평활화 제어 기법을 적용하여 풍력 수용한계량을 산정하는
알고리즘 순서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풍력 수용한계량 산정 알고리즘 순서도

  2.2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제주 계통을 시험 계통으로 고려
한다. 제주 계통은 육지와 #1, #2 HVDC 선로를 통하여 제주 부하의
50%를 감당하는 발전량을 공급받는다. 또한, 제주지역 내의 발전기들은
용량이 크지 않고 우회 선로가 적어 심각한 선로 사고 시 조류해가 수
렴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한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한 핵심모선
과 참여발전기를 선정한다. 풍력발전기는 제주 서쪽의 가파도 풍력발전
단지를 고려한다. 아래 표는 제주 계통의 개요이다.

 <표 2> 제주 계통 개요

제주 계통의 핵심모선과 참여발전기 선정을 위한 감도해석 결과는 아
래 표와 같다.

 <표 3> 부하 모선의 감도해석 값

핵심모선은 전압-무효전력 감도값이 가장 적은 제주TP모선으로 선정
한다. 이는 제주TP모선의 무효전력이 풍부하고 다른 모선에 비해 가장
강건함을 의미한다.

 <표 4> 발전기 감도해석 값

참여발전기는 감도순서를 고려하여 제주TP#2, #3을, 발전기 출력 용량
을 고려하여 남제주TP#3, #4로 선정한다. 이는 감도순위가 높은 발전기
중 발전기 출력 용량이 적으면 발전기 제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출력
용량이 큰 발전기를 우선으로 한다.

<그림 3> 발전기 무효전력 평활화 제어 알고리즘 적용 전, 후 
PV해석 결과

위의 그림은 발전기 무효전력 평활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풍력 최대 수용한계점을 보여준다. 적용 전에는 풍력발전기의 출력
량이 116MW까지 발전 가능했으며 풍력발전량이 증가할수록 핵심모선
의 전압이 점차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력 최대 수용한계점에
서 발전기 무효전력 평활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적용 전과 비교
하여 한계출력량이 28MW만큼 증가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효전력 평활화 제어 알고리즘을 비 풍력발전기에 적
용하여 조상설비와 같은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추가 없이 계통의 비 풍
력발전기들의 무효전력 마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풍력발전량 수용
한계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풍력발전기의 계통 연계
기준을 적용하고 풍력 용량 한계점에서 발전기 탈락, HVDC 사고 등 다
양한 상정고장을 고려하여 풍력 수용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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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DP 20.0 -14.04 0.26 0.001 22.29 117.95 0.02

남제주TP#3 48.0 -33.0 0.10 2.02 25.20 0.53 0.02

남제주DP12 4.8 -2.6 0.49 2.02 55.50 1.38 0.02

남제주DP34 4.8 -2.6 0.48 2.02 55.84 1.38 0.02

유효전력[MW] 무효전력[MVar]

발전량 부하량 발전량 부하량

466 464 201 300

순위 모선번호 모선명 감도

1 120 제주TP 0.0133

2 130 동제주 0.0148

3 210 산지 0.0174

4 160 안덕 0.0202

5 170 남제주 0.0202

순위 모선번호 모선명 감도

2 20122 제주TP#2 0.6873

3 20123 제주TP#3 0.6873

8 20166 Wind Gen 0.6905

9 20173 남제주TP#3 0.6911

10 20172 남제주TP#4 0.6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