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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f a wind speed decreases during inertial control of a
wind turbine generator (WTG), the rotor speed might decrease
below the minimum operating limit, which is called over-deceleration
(OD). When OD occurs, inertial control should be disabled and then
the output power of a WTG significantly decreases. This significant
power reduction causes a subsequent frequency drop. This paper
proposes the stepwise inertial control to prevent OD when a wind
speed decreases during inertial control. To do this, the proposed
scheme changes the additional power output based on the rotor
spe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is investigated using
an EMTP-RV simulator.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inertial
control scheme prevent OD even when the wind speed decreases
during inertial control.

1. 서    론

풍력발전의 수용률이 증가하면서 계통의 관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중여자형 유도발전기(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 DFIG)와 같은
가변속 풍력발전기가 최대출력(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PPT)
제어를 수행하는 데 이것은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계통주파수에 대응하
지 않게 하여 풍력발전기가 관성응답을 보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관성이 낮은 계통은 외란 발생 시 주파수 편차가 증가
하고 되고 주파수 안정도 및 계통의 신뢰도까지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변속 풍력발전기의 관성제어에 관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참고문헌 [1]은 주파수 변화율(rate of change
of frequency, ROCOF)루프와 주파수 변화량 루프를 더해 주파수하락
시 풍력발전기가 주파수 변화율과 변화량에 비례하는 유효전력을 방출
하도록 했다. 참고문헌 [2]에서는 풍력발전기의 출력 기준함수를 계단형
태로 만들어 사고 초기 출력을 급격히 증가시켜 계통 주파수 최저점 상
승에 크게 기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회전자 속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급격한 출력 감소는 계통에 2차적인 주파수 하락 현상을
야기한다. 따라서, 참고문헌 [3]에서는 사고 초기 출력을 급격히 증가시
켜 주파수 최저점 상승에 기여하고 회전자 속도에 따라 출력을 천천히
감소시켜 2차적인 주파수 하락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 기존 방식들의 관성제어 수행 시, 풍력발전기로 들어오는 입력 풍

속의 감소는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입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회전
자 속도가 최저 속도 이하로 감소하는 Over-Deceleration (OD)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 풍력발전기는 발전기 보호를 위해 출력 기준값
을 관성제어에서 다시 MPPT제어로 변환하므로 급격한 출력 감소를 가
진다. 이는 계통 주파수에 2차적인 주파수 하락 현상을 야기한다.
본 논문은 풍속 감소 시 OD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DFIG 풍력발전기

의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를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참고문헌 [3]의 일
정한 추가 유효전력을 회전자 속도에 기반한 함수로 정하여 회전자 속
도가 최저 속도에 도달하는 경우 추가적인 유효전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관성제어 도중에 풍속이 감소하더라도 제안한 방식은
OD 현상을 방지한다. 제안한 방식의 성능 검증을 위해 EMTP-RV 시
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모의계통을 구현하였고, 기존 관성제어 방식들과
비교하여 제안한 방식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2. 풍속 감소 시 OD 방지를 위한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

2.1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 [3]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는 주파수 하락 시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회전자 운동에너지를 고려해 추가적인 유효전력을 일
정한 값으로 산정하고 풍력발전기의 MPPT제어 (PMPPT)에 더해 관성제
어를 수행한다. 그림 1a는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의 알고리즘 루

프를 나타내며 출력 기준값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그림 1b은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유효전력 그래프를 나타내며,
적색 점선은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다. 일
정한 추가 유효전력 ΔP constant는 기계적 입력(Pmech) 곡선과 전기적 출력
(P ref) 곡선이 만드는 두 면적을 같게 하도록 산정되며, 사고 이전 풍력
발전기의 회전자 속도(ωopt)에 비례한다.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는
외란 발생 시 초기에 출력을 급격히 상승시켜 주파수 최저점 상승에 기
여하고 그림 1의 ω*지점에 회전자 속도가 수렴하여 OD를 방지할 수 있
다.
관성제어 수행 시 발전기로 들어오는 입력 풍속의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발전기의 Pmech은 감소한다.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 수행 중
에 풍속 감소에 의해 Pmech 곡선이 낮아지는 경우 P ref 곡선과 Pmech 곡
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P ref는 모든 회전자속
도에서 Pmech보다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회전자 속도는 최저 속도까지
감소하게 되며 OD가 발생할 수 있다.

(a) 제어 방식

(b) 유효전력-회전자 속도 특성 곡선

<그림 1>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

2.1 풍속 감소 시 OD 방지를 위한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
제안한 방식은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의 ΔP를 회전자 속도에

기반한 함수로 나타낸다. 이것은 출력 기준값 P ref 곡선을 회전자 속도에
따라 위·아래로 평행이동 시켜 Pmech 곡선과 만나도록 한다. 수정된 ΔP
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 min
 min

(2)

이때, ωr은 회전자 속도를 ωmin은 최저 회전자 속도를 의미한다. 사고
초기 제안한 방식의 ΔP는 곱해지는 회전자 속도 항의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의 ΔP constant와 같다. 급격한 출력
증가 이후 풍력발전기의 Pmech는 P ref보다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회
전자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때, 회전자 속도의 감소에 따라 ΔP의 값
이 작아진다. 이것은 P ref 곡선이 아래로 평행이동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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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안한 방식은 풍속의 감소와 무관하게 ΔP의 값이 작아지며
OD가 발생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관성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사고 초기 제안한 방식은 급격하게 출력을 증가시켜 주파수 최저점

상승에 크게 기여한다. 이후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와 달리 P ref
곡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래로 평행이동 하면서 방출하는 유효전력
의 출력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나며 회전자 속도가 최저속도에 도달할
때 P ref는 PMPPT가 된다. 이를 통해 관성제어 수행 중 풍속이 감소하여
Pmech가 감소하는 조건에서 OD 발생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관성제어를
수행한다.

3. 모의 계통  

제안한 관성제어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모의 계통을
구성하였다. 이 계통은 기력거버너를 사용하는 동기발전기 6기(200MVA
2기, 150MVA 2기, 100MVA 2기)와 발전기 1대로 등가화 된 100MW
DFIG, 240MW를 소비하는 고정부하, 360MW를 소비하는 유도기로 구
성된다. DFIG의 기동, 정격, 종단 풍속은 각각 4m/s, 11m/s, 25m/s이고,
풍력발전기의 회전자 속도의 한계 범위는 0.7-1.25p.u. 이다.

<그림 2> 모의 계통

4. 사례 연구  

외란에 의한 계통 주파수 하락을 모의하기 위해 40초에 70MW를 출
력하는 동기발전기 1기가 탈락한다. 이때 풍속 11m/s에서 7m/s까지 20
초 동안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며 제안한 방식,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
제어 [3],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 [2], 그리고 주파수 기반 관성제어 [1]를
사용한 경우의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4a는 풍력발전기로 들어오는 입력풍속을 나타낸다. 사고 이전

풍력발전기로 들어오는 입력 풍속은 11m/s이며 사고 발생 직후 풍속은
60초에 7m/s까지 감소한다.
그림 4c,d는 풍력발전기의 유효전력과 회전자 속도를 나타낸다. 사고

초기 풍력발전기는 출력 기준값이 관성제어 의한 기준값으로 바뀌며 출
력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따라서, 회전자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급격한 풍속의 감소는 회전자 속도 감소를 더 급격하게 만든다. 회전자
속도가 최저 속도에 도달하는 경우 발전기 보호를 위해 출력 기준값이
MPPT제어로 변환되면서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러한 현상은 계통에 2차적인 주파수 하락 현상을 야기한다.
그림 4b는 계통 주파수를 나타낸다. 기존 방식들은 OD 발생에 의한

2차 주파수 하락 현상으로 주파수 최저점이 59.2 Hz 밑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제안한 방식은 OD 발생을 예방하여 급격한 출력 감소를 방지하
였기 때문에 주파수 최저점이 59.40Hz로 가장 높은 주파수 최저점을 진
다.

5. 결    론

본 논문은 풍속 감소 시 OD를 방지하기 위한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
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식은 기존의 적응형 계단형 출력 관성제어의
일정한 추가 유효전력을 회전자 속도에 기반한 함수로 수정하여 풍속
감소 시에도 회전자 속도가 최저 속도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기존의 관성제어들은 풍속 감소 시 쉽게 OD 현상을 가
지는 반면에 제안한 방식이 풍속 감소 시 OD를 방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관성제어를 수행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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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풍속

(b) 계통 주파수

(c) 풍력발전기 유효전력

(d) 풍력발전기 회전자 속도

<그림 3>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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