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09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강인한 계통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PMSG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기반 풍력발전기를 연계하였을 때의 계통 특성을 분석한다. 독립형 마이
크로그리드에서는 계통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분산전원
이 기준전원으로 동작하여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하고 나머지 분산전원
이 전력흐름에 따라 전류제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버터 기반의 전원을
기준전원으로 설정하고 PMSG 기반 풍력발전기를 연계하였을 시 컨버
터의 전압 제어 및 정격출력보다 큰 출력이 나올 경우 피치각 제어를
통한 출력 특성과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한다.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화석연료의 고갈, 에
너지 부족 문제와 지구온난화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정성을 포함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성이 증대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원이 가지는 불확실한 출력 변동, 설치비용과 설치 부지 문
제 등으로 인하여 주요 발전원으로의 공급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주요 발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송전 선로 등
의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전력시스템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
이크로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일반적인
계통과 연계되어 운용하는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와 도서지역과 같이
고립된 지역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운영하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로 구분된다.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는 강인한 계통과 연계되어 있기 때
문에 주파수와 전압 유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그
리드 내의 분산전원은 전력의 송전량에 따라 전류에 관한 제어만 실행
하면 된다. 강인한 계통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서는 마이크로그리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분산전원 중 하나가 기준전원
으로써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분산전원은 전력
의 송전량에 따라 전류에 관한 제어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소형 풍력발전기가 강인한 계통에 연계되어 간단한 제어만
으로도 운영이 가능했던 반면 현재에는 수 MW급의 대용량 풍력발전기
가 설치되고 그 풍력발전기들을 모아 수십 MW급의 육상 및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이 전체 전력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서는 풍력발전
기 한 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풍력발전시스템의 효
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제어가 중
요하다. 현대에 주로 사용되는 풍력발전기에는 전력변환장치가 설치되어
제어 및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Type 3과 Type 4 풍력발전기가 많
이 설치되고 있다. 그 중 발전기의 용량 100%가 전력변환장치를 통해서
계통에 공급되는 Type 4 풍력발전기의 회전자를 영구자석으로 적용한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PMSG,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의 효용성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MSG 기반 풍력발전기가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연계되었을 때 컨버터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출력 제어
특성을 분석하였다.

2. PMSG 기반 풍력발전기가 연계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2.1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및 제어 특성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는 강인한 계통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압 및 주파수 제어에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원은 직류전원을 교류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DC-AC 컨버터를 사용
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출력의 제어 효율성 및 신뢰성을 위
해 AC-DC-AC 컨버터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
성하는 분산전원을 모두 컨버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구
성하였다.

<그림 1>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성

구성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는 총 6개의 버스가 루프 형태로 이루
어져 있다. 계통에는 발전원의 직접적인 계통 연결 없이 모든 전원을 인
버터 기반으로 구성하기 위해 기준전압으로 결정한 모선 A에도 DC전원
과 DC-AC 컨버터로 연결되어 있다. 기준전원에서 마이크로그리드로 전
달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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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컨버터의 출력전압, 는 계통전압, 는 부하각, 은 연계 리액

턴스를 나타낸다. 와  즉, 출력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제어함으로써

기준전원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1의 모선 B에는 PMSG 기반
풍력발전기 여러 기가 모여 풍력발전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가정으
로 구성하였다.

  2.2 PMSG 기반 풍력발전기 모델링
기본적인 PMSG 기반 풍력발전기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PMSG 기반 풍력발전기 모델

PMSG 풍력발전기의 경우 전력변환장치의 용량이 풍력발전기의 용량
과 동일해야 한다. 그 이유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불리함을 가질 수 있지
만 Type 3 풍력발전기와 달리 동기발전기 기반이기 때문에 기어비를
바꾸어주는 기어박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어박스는 수리 및 교체비
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적합하다.
풍력발전기에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풍력발전기에 기계적 토크가 발생
되며, 이는 전력변환장치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계통으로 공급
된다. 전력변환장치의 제어는 d-q축 변환을 사용하여 발전기의 유효전
력과 무효 전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PMSG 기반의 풍력발전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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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및 전류의 제어식은 다음과 같다.

w= + -dd d d q q
dIV RI L L I
dt (3)

w wf= + + -q
q q q q q f

dI
V RI L L I

dt
(4)

전기적 토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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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원을 인버터 기반으로 하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이기 때문
에 풍력발전기의 DC-Link 전압 및 피치각 제어에 적합한 제어기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DC-Link 전압 제어기와 피치각 제어기는
그림 3 및 그림 4의 블록도와 같다[1],[2].

<그림 3> DC-Link 컨트롤러

<그림 4> 피치각 제어기

3.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에는 PSCAD/EMTDC®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그림 1과
같이 인버터 기반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하고 PMSG 기반 풍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출력과 PCC(Point of Common Coupling) 지점의 출
력 결과 파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5는 풍력발전기와 기준전원에서 나오
는 유/무효전력 결과 파형이다.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안정되는 3초에 컨
버터를 통해 계통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안정한 파형을 보
이지만 일정 수치로 다시 안정해진다. 17MW로 가정한 풍력발전단지의
출력이 나오고 기준전원에서 나머지 출력을 내어 총 부하 20MW의 유
효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C-Link 전압은 그림 6의
결과 파형에서 볼 수 있듯이 1 p.u.로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7은 회전자의 각속도 및 피치각 결과를 나타낸다. 발전기의 회
전자 각속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설정된 기준치인 1.2 p.u.를 넘어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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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MSG 기반 풍력발전기와 기준전원에서의 유/무효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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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C-Link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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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회전자 각속도 및 피치각

되는 4.5초에 피치각 제어기가 동작하여 피치각이 조절되면서 회전자의
각속도가 기준치인 1.2 p.u.를 넘어서지 않고 피치각도 일정한 수치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로 피치각 제어기와 DC-Link
전압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도서지역과 같은 계통에 연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마
이크로그리드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파수나 전압 제어에 있어서도 기존
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MSG 기반 풍력발전기를
인버터 기반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연계하였을 때 그 특성을 분석하
고 제어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준전원에서는 출력 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컨버터를 통해 제어하여 일정한 유/무효전력이 나오도록 한다.
전력변환장치를 통해 계통으로 공급되는 PMSG 기반 풍력발전기를 인
버터 기반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에 연계 시 풍력발전기의 유/무효전력
제어와 적합한 DC-Link 전압 제어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DC-Link 전
압 제어기와 피치각 제어기를 통해 PMSG 기반 풍력발전기를 연계하여
운용 시 출력 및 전압에 관한 특성을 확인하고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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