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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세계 각국은 에너지 환경, 안보 및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 기술의 완성도 및 경제성이 가장 앞서있는 풍력발전 분야의 참여 비
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풍력에너지 활용의 효율성,
전력의 품질면에서 1～2기 정도의 풍력발전기의 계통연계는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기에서 수십기의 대용량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대단위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TD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제주도 한경풍
력발전단지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3MW급 DFIG
풍력발전기를 모델링하여, 3MW, 5기로 구성된 풍력발전단지를 RTDS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1. 서    론

세계 각국은 에너지 환경, 안보 및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 기술의 완
성도 및 경제성이 가장 앞서있는 풍력발전 분야의 참여 비중을 점점 확
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에 따
라 여러 지자체에서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국내에 설치 운
영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경우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규모의
형태로 제주도의 행원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2.9kV 배전선로에
일반 부하와 병렬로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풍력에너지 활용의 효율성,
전력의 품질면에서 1~2기 정도의 풍력발전기의 계통연계는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기에서 수십기의 대용량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대단위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풍
력발전의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등의 유럽의 풍력단지 구성방식도 대단
위 풍력발전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TD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제주도 한경풍
력발전단지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3MW급 DFIG
풍력발전기를 모델링하여, 3MW, 5기로 구성된 풍력발전단지를 RTDS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2. 본    론

  2.1 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DFIG)
DFIG 풍력발전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발전기는
극수가 4극 또는 6극인 권선형 유도기를 사용한다. 유도기는 최소한 수
백 RPM 이상에서 운전하지만 블레이드는 최대 수십 RPM으로 회전하
기 때문에 기어를 사용하여 블레이드와 발전기를 연결한다. 유도기의 고
정자는 블레이드에서 공급하는 기계적 에너지가 발전하기에 충분할 때
계통에 연결하고 부족하면 계통에서 분리된다. 고정자의 계통 연결과 분
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사용한다. 유도기의 회전자는 전력변환
장치에 연결되며 전력변환장치는 발전기를 제어하는 회전자 측 컨버터
와 전력변환장치의 계통연계를 담당하는 계통 측 컨버터로 구성된다.

<그림 1> Modern Wind Turbine Diagram 

DFIG 풍력발전 시스템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다. 발전기의 회전속
도가 동기속도를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변동하기 때문에 회전자 측
컨버터에서 변환하는 전력의 크기도 시스템 정격 용량의 30%보다 작다.
전력변환장치의 용량이 작은 것에 비례하여 전력변환장치에서의 손실도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변환 효율이 더욱 증가한다. 그리고 가변속 운전
을 하기 때문에 풍속 변동이 기어와 회전축 등 기계 부분과 타워와 기
초 등 구조물 부분에서 기계적 스트레스가 작다. 풍력발전 시스템을 설
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하중이나 스트레스가 작아지면 결국 기계구조
부분의 크기와 가격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회전자측 컨버터는 고정자
무효전력을, 계통 측 컨버터는 자체의 무효전력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
기 때문에 계통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서 계통에 공급하는 전력의 역률
이나 연계지점의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풍력발전 시스템
에 비하여 제어와 발전기 보호가 복잡하다. 고정자만 전력이 입․출력되
는 일반적인 회전기와는 다르게 고정자와 회전자 양쪽으로 전력이 입․
출력되기 때문에 제어가 복잡하다. DFIG 풍력발전 시스템이 구조와 제
어는 복잡하지만 시스템의 용량에 비하여 기계구조 부분의 크기와 전력
변환장치의 용량이 작아도 되기 때문에 대용량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DFIG 풍력발전 시스템의 제어는 발전기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과 터
빈의 제어를 담당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기 제어는 회전자 전류
를 제어함으로써 발전기의 회전속도와 토크 등 발전량에 관련된 변수들
과 고정자 무효전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계통측 컨버터도 전류를 제어
하여 직류단 전압과 컨버터 자체의 무효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블레이
드에서 발전기에 공급하는 기계적 에너지는 블레이드의 기계적 출력이
라고 하며, 풍속이 정격 풍속보다 높아질 때 블레이드의 기계적 출력이
시스템의 정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블레이드 피치를 제어한다. 또, 발전
기에서 발전되는 유효전력과 풍력발전 시스템이 계통에 공급하는 무효
전력을 제어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2.2 풍력발전단지 구성
풍력발전단지 구성에 앞서 3MW DFIG 시뮬레이션 모델과 DFIG
3MW 풍력터빈 5기를 병렬로 연결한 풍력발전단지를 구성하였다.

  2.2.1 3MW DFIG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RTDS 운영 프로그램인 RSCAD를 이용하여 3MW DFIG 풍력터빈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3MW DFIG 풍력터빈 모델 구성을 위한
파라미터는 Vestas V90-3.0MW의 사양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림 2>는 3MW DFIG 풍력터빈 RSCAD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낸
그림이고, <표 1>은 Vestas V90-3MW의 기본 사양을 나타낸 표이다.

 <표 1> 제주한경풍력발전단지 단계별 풍력기 사양

항목
내용

2단계 (5기)

Model Vestas V90-3.0MW

Operational
Data

정격출력 3,000 kW (3 MW)

출력조정 방식 Pitch/Optispeed

정격풍속 15 m/s

Cut-in Wind Speed 4 m/s

Cut-out Wind Speed 25 m/s

Rotor

Number of Blades 3

Rotor speed 16.1 rpm

Rotor orientation Up-wind

Gear Box
(Drive train)

Gear type two planetary stages and one helical stage

Transmission ratio 1 : 109

Generator

형식 4-pole doubly fed generator

정격전압 1,000 V

정격주파수 60 Hz

정격출력 3,00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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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SCAD 3MW DFIG Simulation Model

  2.2.2 3MW×5기 DFIG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RTDS 운영 프로그램인 RSCAD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3MW×5기 DFIG 풍력터빈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각 풍력터빈
은 3MW DFIG 풍력터빈을 이용하였으며, 5기를 계통에 병렬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3> 3MW×5기 RSCAD 시뮬레이션 모델

  2.3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앞서 구성한 3MW DFIG 풍력발전기와 3MW DFIG 풍력발전기 5기
로 구성된 풍력발전단지의 RSCAD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2.3.1 3MW DFIG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는 Rotor Speed, Generator Mass Speed Signal, High

Pressure Turbine Speed Signal을 나타낸 결과 파형이며, <그림 5>는
계통 전압과 전류, 풍력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나
타낸 파형으로 Vestas의 V90-3MW의 General Specification의 Power
Curve값은 Wind Speed 15m/s, Air Density 1.2kg/m3에서의 2,994kW를
명시하고 있으며, 본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그림 5>에 나타낸 결과와 같이 약 2,933kW를 출력하였다.

<그림 4> Rotor Speed, Generator Mass Speed Signal, High Pressure Turbine Speed Signal

 2.3.2 풍력발전단지 (3MW×5기)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풍력발전단지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과 같이 계통 전압

과 전류, 풍력발전단지에서 출력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확인한 결
과 설계된 15MW 근사값을 출력하였다.

<그림 5> 3MW DFIG 풍력발전기 RSCAD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 풍력발전단지 RSCAD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7> 풍력발전단지 각 DFIG 모델별 출력 유효/무효 전력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TD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제주도 한경풍력발전
단지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3MW급 DFIG 풍력
발전기를 모델링하여, 3MW, 5기로 구성된 풍력발전단지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3MW DFIG 모델과
풍력발전단지 3MW DFIG 5기를 이용한 15MW 풍력발전단지 시뮬레이
션 모델 모두 정상 출력을 확인하였다. 추후 본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
으로 계통의 고조파 영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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