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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계통의 강인성에 따른 이중여자유도발전 풍력시스템의 동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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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for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DFIG) in wind turbine 
system. This paper presents a modeling and simulation of a 
grid-connected wind turbine generation system for dynamics 
analysis on MATLAB/Simulink, and analyzes the responses 
DFIG wind turbine system for stiffness of linked system. 
Simulation results show the variations of generator's 
active/reactive output, terminal voltage, fault current, etc.

1. 서  론

풍력발 은 회 자측의 속도에 따라 이 여자유도발 기 

(DFIG)와 정속운 으로 구분된다. DFIG를 이용한 가변속운 은 

정속운 보다 속도 제어범 가 넓고 회 자에 설치되는 인버터의 

용량도 작아지며 낮은 풍속에서 더 많은 에 지를 흡수 할 수 

있다. 정격풍속 이상의 풍속에서 터빈에 장된 성에 지에 의

하여 정속운 에 비해 부드러운 출력이 가능한 반면에 계통과의 

동기를 한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제어가 복잡하다는 

단 을 제외하고는 주목받고 있는 풍력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계계통의 강인성에 따른 이 여자풍력발 시

스템의 동특성 해석을 한 계통연계 풍력발 시스템을 

MATLAB/Simulink에서 모델링하고 연계 압의 변화, 연계 임피

던스 변화에 한 동특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시뮬 이션 수행에 

따라 발 기 유/무효 출력, 단자 압, 고장 류 등의 변동을 찰

하고 이에 한 특징을 분석한다.

2. 본  론

2.1 DFIG 풍력발전시스템의 모델링

그림 1은 형 인 DFIG 풍력발 시스템의 구성이다. DFIG 

발 기의 회 자는 기어 박스를 통해 터빈과 연결되어 있다. 풍

속의 변화에 응하여 풍차의 회 속도를 조 할 수 있기 때문

에 최 의 주속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 출력을 추

하며 운 할 수 있게 된다. 고정자 권선은 직  력계통에 연결

되는 반면 회 자의 슬립링은 back-to-back 압원 컨버터와 변압기/

필터를 통해 력계통에 연결된다. 회 자측 컨버터는 고정자 자

속제어기를 기 로 하여 유도기의 유효/무효 력을 제어한다. 

력계통 측 컨버터는 dc-link 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력계통

으로 력 달이 가능하게 한다[1].

앞에서 소개한 DFIG를 이용한 풍력발  시스템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은 간단한 배 계통을 설

정한다. 그림 2는 풍력터빈이 배 계통과 연계된 풍력발  시스

템의 계략 인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DFIG 풍력 터빈의 기본 구성

<그림 2> 계통연계 풍력발전 시스템의 개요도

<그림 3> 계통연계 풍력발전 시스템의 Simulink 모델

그림 3은 계통 연계 풍력발 시스템의 모델링을 Simulink 모

델로 표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상 원, 3상 선

로, 3상 변압기, DFIG 풍력 터빈, 3상 부하 등으로 계통이 구성

되고, 풍력발  시스템과 연결된 변압기 1차측의 B지 의 3상 단

락에 따른 풍력발  시스템의 고장 류에 한 시뮬 이션 결과

를 알아보기 한 사고모델이 속되어 있다. 부하는 항성 부

하와 유도성 부하의 결합이며 3상 변압기는 모두가   
지식 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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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연구

그림 3의 모델로 여러 가지 사례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여 시뮬 이션 모델의 정당함을 검증하고, 연계 압의 변화에 

해서 그리고 연계 임피던스의 변화에 해서 DFIG의 운 특

성을 찰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각 단자에서의 압과 류는 

단 법(p.u.)으로 표 하며 DFIG의 출력은 E지 에서 측정한다.

2.2.1 연계 전압의 변화에 따른 DFIG의 특성

그림 4부터 그림 7은 연계 압의 변화에 따른 시뮬 이션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는 연계 압 변화에 한 B지 에

서의 압을 나타내고 그림 5는 E지 에서의 압을 나타낸다. 

풍력 발 기에 연계된 압이 높아짐에 따라 B지 과 E지 의 

압의 p.u.값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3상 단락 고장이 발생 했을 경우 연계 압에 따른 

발 기 출력의 변화를 보여 다. 그림 7은 3상 단락 고장에 한 

E지 에서의 압의 변화를 보여 다. 그림 7에서 연계 압이 

낮아지면 E지 에서의 압 변동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압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 기 출력의 변동도 커지

게 된다.

<그림 4> 연계 전압 변화에 대한 B지점에서의 전압

<그림 5> 연계 전압 변화에 대한 E지점에서의 전압

<그림 6> 3상 단락에 대한 발전기 출력

<그림 7> 3상 단락에 대한 E지점에서의 전압

2.2.2 연계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DFIG의 특성

그림 8부터 그림 11은 연계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시뮬 이

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계 임피던스의 변화는 B지 과 E지

의 거리의 변화로 2km, 10km, 50km로 변화를 주어 시뮬 이

션 하 다.

그림 8은 연계 임피던스의 변화에 한 B지 에서의 압을 

나타내고 그림 9는 E지 에서의 압을 나타낸다. B지 과 E지

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압의 변동이 커지고 압 강하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B지 과 E지 의 거

리가 멀어짐에 따라 임피던스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10은 3상 단락 고장이 발생 했을 경우 연계 임피던스 변

화에 따른 발 기 출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11은 3상 단락 

고장에 따른 E지 에서의 압을 나타낸다. 연계선로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선로 임피던스가증가하고 weak grid가 되기 때문

에 고장에 따른 압 변동이 커지고 출력의 변동이 커진다. 그 

결과 선로 손실도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그림 8> 연계 임피던스 변화에 대한 B지점에서의 전압

<그림 9> 연계 임피던스 변화에 대한 E지점에서의 전압

<그림 10> 3상 단락에 대한 발전기 출력

<그림 11> 3상 단락에 대한 E지점에서의 전압

3. 결  론

본 연구는 연계계통의 강인성에 따른 DFIG의 동특성을 분석

하 으며, 동특성 해석을 한 계통연계　풍력발 시스템을 모델

링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해 시뮬 이션을 통하여 분석한 결

과를 얻고자 하 다. Simulink에서 수행한 다양한 시뮬 이션 결

과를 통해 연계계통의 강인성 정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연계계통의 압이 증가함에 따라 압 안정도가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계계통의 임피던스가 증가함에 따라 압의 변동이 커지고 

출력의 변동이 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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