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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transient state characteristic and
single phase ground fault occurred by deterioration of surge arrester
when offshore wind turbine is struck by lightning strike. The wind
turbine and submarine cable data are based on the 2.5GW offshore
wind farm planned in South Korea Southwest Seashore. During
lightning strikes, additional ground fault can lead to damage of the
generation components. So, the sensitive analyses are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ightning strike on offshore wind
farm.

1. 서    론

최근 풍력발전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
며 소음과 경관상의 문제 및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풍력단지 스위칭
시 과전압이나 낙뢰로 인한 영향 등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과도상태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대규모 풍력단지의 경우 블레이
드가 길고 타워가 높은 MW급 대용량 풍력터빈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
문에 낙뢰에 쉽게 노출된다. 또한 낙뢰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풍력단지
를 보호해주는 해저케이블 인입부 피뢰기가 낙뢰에 의한 스트레스가 반
복되면 부품의 열화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피뢰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열화로 인한 피뢰기 성능 저하는 낙뢰 시 추가적인 지락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풍력발전의 구성 요소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남해안에 계획 중인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터
빈 및 해저케이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상풍력단지 풍력터빈에 낙뢰가
떨어졌을 시의 과도상태 및 해저케이블 인입부에 설치된 피뢰기의 열화
로 인한 추가적인 지락고장 발생 시의 과도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2. 시스템 구성

  2.1 풍력터빈
대형 풍력발전 시스템은 동기발전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권선형 유도
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이중여자 유도형 풍력발전 시스템으로 기어박스를 이용하여
블레이드 출력을 증속시킨 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를 거쳐 계통에 연결
하는 방식이다. 이중여자 유도형 풍력발전 시스템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더 작은 용량의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비용
이 더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스템의 구조 및 제어가 복잡하다
는 단점이 있다[2].

<그림 1> 이중여자 유도형 풍력발전 시스템 구성
   
  2.2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9개의 풍력터빈이 해상
변전소의 33kV/154kV 승압변압기와 해저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며 변

압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풍력터빈 4에 낙뢰가 떨어졌을 경우
의 과전압 및 연계고장에 대해 분석한다.

<그림 2>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성 
  
  2.3 해저케이블
송전선로는 풍력터빈에서 해상변전소를 33kV 해저케이블로 연결하는
내부 망과 해상변전소에서 육상변전소를 154kV 해저케이블로 연결하는
외부 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케이블 재원은 <표 1>
과 같다. 내부 망 송전 케이블은 공칭단면적 70mm, 185mm, 400mm인
33kV케이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외부 망 송전케이블은 공
칭단면적 500mm인 154kV 케이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국내
AC케이블은 송전거리를 4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154kV AC 해저
케이블의 경우 총 4심으로 전력용 3심과 통신용 1심의 광케이블을 포함
한다.

  2.4 낙뢰
시뮬레이션의 낙뢰는 EMTP/ATPdraw의 Surge Type 15 Source 소
자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피크전류 15kA로 산정하여 0.1ms∼0.6ms
동안 입력하였다. Surge Type 15 Source의 특성은 식 (1)과 같이
Amplitude값 25.2kA와 2개의 지수함수로 구성되는데 지수함수 제곱근의
A, B는 상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9500, -60000을 사용하였다.

  ×exp exp  (1)

 
  2.5 피뢰기
피뢰기는 낙뢰 과전압으로 인한 과전압 경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 본 연구에서는 전극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에 따라 변
화하는 가변 저항 형 부품이며 비선형적인 저항 특성을 가지는
MOV(Metal Oxide Varistor)를 사용한다[4]. 산화아연으로 만들어진
MOV는 소용량에서부터 대용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압, 전류 범위에
서 과전압억제회로에 많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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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m


185mm


400mm


500mm


R[/km] 0.344 0.13 0.064 0.056

X[/km] 0.172 0.148 0.132 0.151

C[F/km] 0.117 0.16 0.209 0.141

<표 1> 해저케이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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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3.1 정상상태 전압 분석
<그림 3>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내부 망과 외부 망에 걸리는 정상
상태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정상상태 시 내부 망에는 약 29.4kV, 외부
망에는 약 125.8kV의 전압이 걸리며 각각의 전압은 상 전압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그림 3> 정상상태 내, 외부망 전압

  3.2 낙뢰 시 과전압 분석
<그림 4>와 <그림 5>는 15kA 크기의 낙뢰가 풍력터빈 4에 떨어졌을
때 피뢰기가 동작하지 않았을 경우 뇌격터빈에 순간적으로 걸리는 전압
및 뇌격지점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풍력터빈에 낙뢰가 떨어지
면 낙뢰 전류 크기의 약 50%는 풍력터빈 접지를 통해 빠져나가며 나머
지 50%의 과전류가 터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뇌격지점에는
최대 약 9.2MV의 과전압이 걸리며 최대 약 7.4kA의 전류가 흐르게 된
다.

<그림 4> 뇌격지점 전압

<그림 5> 뇌격지점 전류

  3.3 피뢰기 열화로 인한 지락고장 발생 시 전압 분석
<그림 6>은 낙뢰 시 피뢰기 열화로 인한 추가적인 지락고장 발생 시
뇌격지점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낸다. 피뢰기 동작 시 점선으로 표시한
시간대에 약 27kV의 전압이 걸리는 반면 피뢰기 열화로 인한 지락고장
발생 시 약 47kV의 전압이 걸린다.

<그림 6> 지락고장 발생 시 전압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남해안에 계획 중인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데이
터를 바탕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풍력터빈에 낙뢰가 떨어졌을 경우의
과도 상태 분석 및 피뢰기 열화로 인한 추가적인 지락고장 발생 시의
과전압을 분석했다. 낙뢰 시 뇌격지점에는 낙뢰 전류 크기의 약 50% 전
류가 흐르게 되며 정상상태 전압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과전압이 뇌
격지점에 걸리게 된다. 또한 낙뢰 시 피뢰기의 열화로 인해 추가적인 지
락고장 발생 시 지락고장이 발생한 시간부터 고장이 제거되는 시간까지
정상상태 전압의 최대 약 1.7배의 과전압이 선로에 걸리게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픙력발전 구성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낙뢰 시 과
도 과전압과 연속적인 지락고장으로 인한 과전압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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