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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세계 인 추세로 신재생에 지원을 사용한 발 단지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책 으로 지원을 시작한 스마트 
그리드에도 신재생에 지원을 이용한 분산 원이 그 핵심이 되며, 그 
심에 경제성 확보가 용이한 풍력발 기 그 심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풍자원이 풍부한 제주도에 많은 풍력발 단지의 건설이 상된다. 과거
에는 풍력발 단지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풍력발 기가 구형의 유도발
방식이었으나 재는 다양한 방식의 풍력발 기가 생산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여러 방식의 풍력발 기를 이용하의 모의를 진행하고 계통에 
한 향을 악하여 본다. 시뮬 이션은 계통 해석 툴인 PSS/E를 사

용하 다.

1. 서    론

  제주도의 풍력 자원은 매우 풍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풍력발 단지의 
입지가 용이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지여건과 제주도의 풍자원을 고
려할 때, 제주도의 풍력발 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측은 자명한 사실이
다. 풍력발 은 여러 신재생에 지원을 사용한 분산 원 에서 규모나 
경제성 면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발 방식이다. 상업용으로 사
용되는 풍력발 기의 규모는 5MW 까지 있으며 발  단가도 신재생에
지원을 사용하는 발 방식 에서는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외국의 경
우에는 해양풍력발 단지의 건설로 그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재 정부의 정책 인 지원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오바마 미국 통령이 스마트 그리드 련 정책을 발표하
고, 한국의 경우 통령 직속 녹색성장 원회가 국가단 의 스마트 그리
드 구축 계획을 발표하여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
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핵심 인 요소  하나가 풍력발 이며 앞으
로 더 많은 풍력발 단지의 국내 건설이 상된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부분의 풍력발 기는 일반 인 유도발 기 
형식이나 추후 도입될 발 기는 DFIG등의 개선된 풍력발 기일 가능성
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방식의 풍력발 기 모델을 계통해석툴
인 PSS/E를 이용하여 모의해보고 이를 2011년 이후의 제주계통에 도입
하여 그 향을 악하여 본다.

2. 본    론

  2.1 Wind Turbine Setting
  본 논문에서는 PTI의 계통해석 로그램인 PSS/E를 사용하여 모의를 
진행하 다. PSS/E에서는 4종류의 풍력발 기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 라미터 세 을 통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2.1.1 Induction Generator

  

<그림 1> IG Connectivity Diagram

  PSS/E 31version에서는 4종류의 Wind generic model을 제공한다. 
<그림 1>에 일반 인 유도발 기 형식인 풍력발 기가 나타나있다. 풍
력터빈 모델과 간단한 조속기 모델, 그리고 발 기 모델로 구성되어있
다.
  2.1.2 Wound Rotor Induction Generator

<그림 2> WRIG Connectivity Diagram

  두 번째 모델인 권선형 회 자 유도발 기가 <그림 2>에 나타나있다. 
<그림 1>의 발 기 모델에서 회 자의 권선에 련된 제어부분이 추가
되어있다.

  2.1.3 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

<그림 3> DFIG Connectivity Diagram

  <그림 3>에는 이 여자 풍력발 기(DFIG)를 나타내고 있다. DFIG는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발 기 타입  하나이다. 회 자의 계자를 제
어하는 동시에 일부 력은 VSC를 통하여 계통과 연결되어있는 방식으
로 효율 측면에서 기존의 유도발 기보다 우수하다.

  2.1.4 Generator Connected to the Grid via the power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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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 제주 서부

풍력용량 56.5MW 52.7MW

<그림 4> Generator Connectivity Diagram

  <그림 4>에는 컨버터를 이용하여 계통에 속하게 되는 풍력발 기
가 나타나있다. 2개의 컨버터를 사용하게 되며 발 기쪽에서 받는 가변
주 수  가변 진폭의 AC를 DC로 변환한 후에 다시 양질의 AC로 변
환하여 계통으로 력을 송한다.

  2.1.5 Test power system

<그림 5> Test power system

  풍력발 기 setting을 한 테스트 계통이 <그림 5>에 나타나있다. 1
기 무한모선 계통에 풍력발 기를 삽입하여 모의한 결과가 <그림 6>과 
같다. 송 선 사고를 모의하고 그에 따른 주 수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
으며, 발 기별로 굉장히 다른 응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풍력 발전기 모의 결과(주파수)

  2.2 Case study
  Case study는 제주 2011년 제주 하계 피크 상 계통을 이용하여 모
의를 진행하 다. 계통에 설치되는 풍력발 단지의 용량은 풍력발 단지
가 주로 제주도의 동부와 서부로 갈려있다는 에 착안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한다[2].

  <표 1> 제주 풍력 예상 발전량

  재 제주도에는 일반 인 유도발 기 형태의 풍력발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큰 풍력발 기 타입은 DFIG이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1번 타입 풍력발 기와 3번 타입 풍력발 기(DFIG)를 2011
년 하계피크 제주 계통이 투입하여 모의를 수행하 다. 모의는 계통에 
투입된 풍력발 기가 각각 유도발 기, DFIG일 경우에 하여 동일한 
선로상정사고를 모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 그림에 표기하 다.
  

<그림 7> 제주계통 모의 결과(주파수)

<그림 8> 제주계통 모의 결과(전압)

  그림에서 실선이 일반 유도발 기 타입의 풍력발 기이고 선이 
DFIG일 경우이다. 주 수와 압 모두 DFIG를 투입했을 때 안정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SS/E에서 제공하는 여러 풍력발 기를 이용하여 
2011년 제주계통에 용한 모의를 수행하 다. 모의 결과 향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DFIG가 기존의 풍력발 기보다 계통의 안정도에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모의는 향후 제주계통 뿐 아니라 내륙
에서도 설치될 풍력발 기의 종류에 따라 계통해석을 수행하는데 유용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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