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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Voltage Sourced
Converter High Voltage Direct Current(VSC HVDC) connected an
offshore wind power on the Jeju Island electrical power system. Wind
power output fluctuates with the changing of wind speed. By
changing wind power output occupancy into 100%, 60%, 10%
respectively, we can understand the bus voltage distribution controlled
by VSC HVDC. PSS/E is used to analyze steady-state simulation
results which show effectiveness of the VSC HVDC for Jeju Island
power system.

1. 서    론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시스템은 전력 조류 제어, 장거
리 송전에 유리한 장점을 지닌다. 특히, 전압형 HVDC 시스템은 계통사
고로 인한 전류실패가 발생하지 않고, HVDC 시스템의 용량내에서 유효
전력과 무효전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형 HVDC와
는 달리 추가적인 무효전력 보상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1].
또한 전압형 HVDC는 PWM 제어로 인한 빠른 제어응답과 출력 고조파
감소에 의한 필터용량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2]. 이에 따라 전압형
HVDC를 풍력 발전기와 전력계통간 연계용 설비로 사용될 수 있다.
국내 제주지역의 풍력 발전량은 2014년 기준으로 100MW 이상 발전
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풍력발전 설비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3]. 본 논
문에서는 20MW급 풍력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유효전력량을 각각 100%,
60%, 10%로 가정하였을 때 전압형 HVDC 시스템의 역률, 전압 제어
를 이용하여 제주 전력계통과 연계시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4]. 제주 전력계통과 풍력발전단지를 모델링하기 위해 PSS/E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조류 계산 결과를 해석하
여 전력계통 시스템의 인근 모선 전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 본    론

  2.1 전압형 HVDC의 유효,무효전력 제어
그림 1은 전압형 HVDC의 동작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교류측과 직류
측을 연계시키기 위한 양측 컨버터를 한쪽 시스템으로 표현하여 나타낸
것이다. Us는 반대쪽 컨버터의 직류전압원, Rd는 직류선로저항, Ud는 직
류커패시터전압, Id는 직류선로에 흐르는 전류, Iconv는 컨버터와 교류계
통 사이의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Xconv는 결합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
Uconv는 컨버터출력전압, UL은 교류계통전압, 는 컨버터측 전압 위상
각 과 교류계통측 전압 위상각 의 차이를 Pconv, Qconv는 각각 컨

버터와 리액터 사이 지점에서 전달되는 유효, 무효전력을 의미하며 식
(1),(2)는 관련 수식이다[5].

<그림 1> 전압형 HVDC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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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유효전력 제어 원리를 나타내는 벡터도로 위상각 의 부호
에 따라 전압형 HVDC의 동작 모드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5].
그림 2의 (a)와 같이 컨버터측 전압 위상각 와 교류계통측 전압

위상각 의 차이가 없을 때, 전달되는 유효전력은 없게 된다. 그림 2

의 (b)는 교류계통의 전압 위상각 이 컨버터의 전압 위상각 보

다 앞서는 경우로 컨버터와 교류 계통사이의 흐르는 전류 Iconv의 방향
은 교류계통측에서 컨버터측으로 흐르며 컨버터 유효전력 Pconv는 음수
로 교류계통측에서 컨버터측으로 흡수되는 정류기 동작을 한다. 그림 2
의 (c)는 교류계통측 전압 위상각 이 컨버터측 전압 위상각 보다

뒤지는 경우로 전류 Iconv의 방향이 컨버터측에서 교류계통으로 흐르며
컨버터 유효전력 Pconv는 양수로 교류계통측으로 유효전력을 주입하는
인버터 동작을 한다.

<그림 2> 유효전력 제어 원리

그림 3은 무효전력 제어 원리를 나타내는 벡터도로 컨버터출력전압
Uconv의 크기에 따라 전압형 HVDC의 동작 모드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 그림 3의 (a)와 같이 컨버터출력전압 Uconv와 교류계통전압
UL의 크기가 같을 때, 전달되는 무효전력은 없게 된다. 그림 3의 (b)는
컨버터측의 전압 Uconv가 교류계통측 전압 UL보다 작기 때문에 컨버터
는 유도성 모드로 동작하며 교류계통측으로부터 무효전력을 공급받는다.
그림 3의 (c)는 컨버터측의 전압 Uconv이 교류계통측 전압 UL보다 크기
때문에 컨버터는 용량성 모드로 동작하며 교류계통측으로 무효전력을
주입한다.

<그림 3> 무효전력 제어 원리

 
 2.2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나리오
그림 4는 PSS/E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주계통에 전압형
HVDC를 통해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한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PSS/E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은 육지계통을 포함한 제주계통의 조류계산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였다[6]. 전압형 HVDC의 한계용량
은 25MVA로 선정하였다. 모선 330번은 한림 지역을 나타내었으며 해상
풍력단지 20MW와 연계되는 지점으로 전압형 HVDC의 교류계통측 컨
버터 무효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해당 모선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전압형 HVDC를 연계하였기 때문에 풍력발전기측 모선은 스윙 모선
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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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제주 계통의 한림 지역에 연계된 풍력발전출력이 각각
100%, 60%, 10% 일 때, PCC 지점에서 전압형 HVDC 시스템의 역률제
어, 전압제어 모드에 따른 인근 모선 전압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
오를 분류하여 PSS/E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4> 제주지역 전력계통도

<표 1> PSS/E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시나리오 풍력발전출력 무효전력 제어방식

1 20MW

역률 제어2 12MW

3 2MW

4 20MW

전압 제어5 12MW

6 2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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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나리오1의 경우 인근모선 전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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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나리오2의 경우 인근모선 전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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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나리오3의 경우 인근모선 전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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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나리오4의 경우 인근모선 전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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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나리오5의 경우 인근모선 전압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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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나리오6의 경우 인근모선 전압분포

  2.3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그림 5부터 그림 10까지 살펴보면 안덕, 남제주, 신서귀 지역은 전압
형 HVDC 제어 모드에 따라 전압 분포의 영향을 덜 받으며 한림CC, 한
림, 금악CS 지역이 더 영향을 받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5부터 그림 7까지 비교하면 연계전 역률이 1에 가깝게 나타나므
로 역률 0.9, 0.95로 제어시 전압이 연계전보다 떨어지는 형태를 나타낸
다. 특히 그림 7의 경우에 전압 분포가 거의 변하지 않는 형태인데 이는
풍력발전출력이 2MW로 작아 역률을 맞추어 주기 위한 필요 무효전력
량이 작기 때문이다.
그림 8부터 그림 10까지 비교하면 전압 제어를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대체로 연계전 전압보다 인근 모선 전압은 낮아지는 분포를 보인다.
PCC 지점 전압을 0.95pu로 제어하였을 때 HVDC의 용량한계를 넘어갔
으며 그 값은 대략 50.71MVA로 209% 정도로 초과하였다. 또한 PCC
지점 전압을 1.00pu로 제어하였을 때 그림 8과 그림 9를 비교하였을 때
한림 모선의 전압 크기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주 전력 계통의 한림 모선측에 전압형 HVDC를 이
용하여 20MW급 풍력발전기를 연계한 경우의 정적특성을 분석하였다.
정적특성분석을 위해 PSS/E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전
압형 HVDC가 역률 및 전압 제어를 수행할 때 한림 모선 주변 계통의
전압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향후 PV Curve와 QV
Curve를 통해 정태안정도뿐 아니라 과도 안정도까지 분석하여 전압형
HVDC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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