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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DC System 적용 Double-tuned 필터의 설계 방법 연구

Double-tuned Filter Design For HVD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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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c side current of an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converter is characterized by highly 

non-sinusoidal waveform. If the harmonic current is allowed to flow in the connected ac system, it may cause 

unacceptable levels of distortion. Therefore, ac side filters are required as part of the total HVDC converter station, in 

order to reduce the harmonic distortion of the ac side current and voltage to acceptably low levels. The ac side filters 

are also employed to compensate network requested reactive power because HVDC converters also consume substantial 

reactive power. Among different types of filters, double-tuned filters have been widely utilized for HVDC system. This 

paper presents two design methods of double-tuned filter; equivalent method and parametric method. Using a parametric 

method, in particular the paper proposes a new design algorithm for a realistic system. Finally,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 algorithm is evaluated for a 80kV HVDC system in Jeju island with PSCAD/EMTDC program. The results cleary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design method in harmonics elimination and steady-stat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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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High voltage direct current(HVDC) 시스템은 장거리 송

  해  이블을 이용하여 력을 송할 때 기존 교류

송 방식에 비해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컨버터

를 이용하여 력을 변환할 때 무효 력을 소모하고 고조

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려는 목 으로 교류필터

를 필요로 한다. 필터는 특정 고조  역에서 낮은 임피던

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무효 력의 공 원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필터에서도 서로 다른 종류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간

단한 경우로는 직렬 RLC 필터로서 어느 하나의 특정 고조

 제거를 한 목 을 가지고 single-tuned 필터로 사용된

다. 그 외에도 23차 이상의 고조 를 상쇄하기 해 

high-pass 필터가 사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2개의 주 수

에서 0에 가까운 임피던스를 갖는 double-tuned 필터가 

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1].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HVDC 시스템 에서 비교  구조가 단순한 

single-tuned 필터의 설계방법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2]-[4]. 한 double-tuned 필터에 있어서도 컨버터의 특성

을 반 하지 않고, 특정 고조 를 제거하는 필터 자체의 성

능에 을 두고 설계를 하여 실제로 시스템에 용 할 때 

기  이하의 성능을 보이는 문제 이 발견되었다[5], [6]. 

부분의 류형 HVDC 변환소는 12개의 펄스로 동작하

므로 11, 13, 23, 25, 35, 37차 등 12±1의 특성 고조 를 발

생시킨다. 고조 의 크기는 고조  차수에 반비례하기 때문

에, 11차와 13차 고조 의 크기는 나머지 고조 의 크기보다 

크다[1]. 따라서 고조 를 이기 해 HVDC 시스템에서는 

경제 으로 장 을 가진 11차/13차 double-tuned 필터와 더 

높은 차수의 고조 를 제거하기 한 high-pass 필터를 

리 사용한다. 재 제주도에 설치하고 있는 80kV  HVDC 

시스템에는 11차/13차 double-tuned 필터와 24차 high-pass 

필터가 설치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80kV  HVDC 시스템 모델을 사

용하여 시스템 특성에 맞는 double-tuned 필터의 설계방법

을 제안하며 모의실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한다. 먼  리 

쓰이는 double-tuned 필터의 두 가지 설계방법을 11차/13차 

double-tuned 필터에 해 제를 가지고 검토한다. 첫 번

째는 11차 single-tuned 필터와 13차 single-tuned 필터를 

각각 설계 한 후 이를 double-tuned 필터로 등가화 하는 방

법으로 두 개의 필터에 무효 력 분배량을 달리 하여 고조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double-tuned 필터의 직병렬 임피던스 특성을 이용하여 한

번에 double-tuned 필터의 라미터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주도 

80kV  HVDC 시스템에서 double-tuned 필터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종 으로 PSCAD/EMTDC 로그램을 

사용하여 계통으로 유입되는 컨버터 출력 압의 형을 

찰하며 고조  분석을 통해 설계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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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Mvar 11/13차 50%-50% 분할

Single 
tuned

  [uF]   [mH]   [uF]   [mH]

543.52 0.107 544.81 0.076

Double 
tuned

  [uF]   [mH]   [mF]   [uH]

1088.34 0.045 39.741 1.256

200 Mvar 11/13차 75%-25% 분할

Single 
tuned

  [uF]   [mH]   [uF]   [mH]

815.29 0.071 271.41 0.153

Double 
tuned

  [uF]   [mH]   [mF]   [uH]

1087.69 0.049 44.499 1.029

2. Double-tuned 필터의 설계

2.1 등가회로 방식을 이용한 double-tuned 필터의 설계

HVDC 시스템에서 교류필터를 설계할 때 고조  왜형, 

시스템 신뢰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필터는 하나의 

bank당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림 1의 (a)에서처럼 두 

개의 고조 를 제거하기 해 두 개의 single-tuned 필터를 

사용하는 것 보다 그림 1의 (b)나 (c)와 같이 하나의 필터 

bank로 합치는 것이 공간을 게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 으

로 유리하다. 등가회로 방식은 double-tuned 필터를 설계할 

때 비교  쉽게 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3]. 

그림 1 Double-tuned 필터의 등가화 (a) 두 개의 single- 

tuned 필터, (b) double-tuned 필터, (c) damped 

double-tuned 필터

Fig. 1 Equivalent circuit of double-tuned filter (a) two 

single-tuned filter, (b) double-tuned filter, (c) damped 

double-tuned filter

Double-tuned 필터의 설계를 해서 먼  총 보상해야할 

무효 력량을 각각의 single-tuned 필터에 히 분배 후 

각 single-tuned 필터의 라미터 값을 선정한다. 

Single-tuned 필터의 체 임피던스는 기본 주 수에서 다

음과 같은 계를 갖는다. 

 

 




                     (1)

이때 필터에 걸리는 압의 크기는 이고 필터가 보상

하여야 할 무효 력량은 이다. 직렬 LC 필터에서 커패

시터와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계가 

성립한다. 

                    (2)

제거해야 할 h차의 고조 에서 필터 체의 임피던스는 0

의 값을 가져야 한다.

 

×  

×                 (3)

  
 ×                   (4)

식(3)과 (4)를 식(2)와 (1)에 입하여 정리하면 최종 으

로 아래와 같은 라미터를 얻을 수 있다. 

  


×




               (5)

  


×




                (6)

의 식(5)와 (6)을 이용하여 그림 1의 (a)에서 보이는 두 

개의 single-tuned 필터를 설계 후에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그림 1의 (b)에서 제시된 double-tuned 필터의 라미터 값

을 선정한다[3]. 

 

                        (7)

  


  


             (8)

 


                      (9)

 
  

 


              (10)

다음의 두 가지 제는 등가회로 방식의 필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보여 다. 

표   1  등가회로 방식의 11/13차 double-tuned 필터

Table 1 The 11/13th double-tuned filter with equivalent 

circuit method

공통 으로 22kV의 모선 압과 기본주 수 60Hz에서 

200Mvar의 무효 력을 보상하고, 11차(660Hz)와 13차

(780Hz)의 필터링 주 수를 가진다. 첫번째는 50%-5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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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 설계의 기본이 되는 두개의 single-tuned 필터의 성능

이 각각 11차 고조  제거  100Mvar의 무효 력 보상과 

13차 고조  제거  100Mvar의 무효 력 보상능력을 갖도

록 하 다. 두번째는 75%-25% 분할로 설계의 기본이 되는 

두개의 single-tuned 필터의 성능이 각각 11차 고조  제거 

 150Mvar의 무효 력 보상과 13차 고조  제거  

50Mvar의 무효 력 보상을 담당하도록 하 다. 표 1에 상세

한 라미터 값이 제시되어 있다. 

(a)

(b)

그림 2 11/13차 Double-tuned 필터의 임피던스 특성 (a) 

50%-50% 분할 (b) 75%-25% 분할

Fig. 2 The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the 11/13th 

double-tuned filter (a) 50%-50% separation        

(b) 75%-25% separation

 

그림 2는 앞에서 설계한 double-tuned 필터의 임피던스 

특성을 보여 다. 그림 2의 (a)는 200 Mvar의 용량을 11차, 

13차에 각각 50%-50%로 분할한 것이고, 그림 2의 (b)는 

75%-25%로 분할한 것이다. 분할하는 무효 력량에 따라 공

진하는 주 수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50%-50%는 11.9차에서,  75%-25%는 12.4차에서 

공진한다.

2.2 공진 주 수를 선택할 수 있는 double-tuned 필터의 

설계

앞에서 설명한 등가회로 방식을 이용한 double-tuned 필

터는 분할하는 무효 력의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공진 주

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주 수에서 공진을 일

으키기 해 히 무효 력량을 분할하는 것은 공진 주

수가 입력 라미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식 으로 용

이하지 않다. 따라서 필터링 주 수와 공진 주 수의 값을 

이용하여 필터를 설계하기 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개하

다. 

그림 1의 (b)를 고려하여 필터를 설계할 때 수식 개의 

편의성을 해 항성분은 없다고 가정을 한다. 우선  , 

으로 구성된 직렬 공진회로의 임피던스  의 주 수 특

성은 식(11)과 같다. 이는 그림 3의 (a)에서와 같이 주 수 

변동에 따라 single-tuned 필터와 같은 임피던스 특성 곡선

을 보여 다. 반면  , 로 구성된 병렬 공진회로의 임피던

스  의 주 수 특성은 식(12)와 같으며, 그림 3의 (b)와 

같은 임피던스 특성 곡선을 따른다. 

    


,             (11)

    


  ,            (12)

식(12)에서 일 때  는 인덕터의 성질을 가지며, 

일 때  는 콘덴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림 3의 (c)

는 앞의 직렬 공진회로와 병렬 공진회로를 직렬로 연결함으

로써 새로운 두 개의 필터링 주 수 과 가 생성됨을 보

여 다. 필터의 특성에 따라 공진주 수 과 에서 임피

던스는 0의 값을 가지며 이는 앞의 2.1 에서 설명한 등가

회로 방식에서 선정한 두 개의 필터링 주 수와 동일한 특

성을 지닌다. 체 회로의 임피던스는 식(13)과 같으며, 

      


 


      (13)

필터링 주 수  , 에서 임피던스는 0의 값을 가져야 하

기 때문에    ,    의 특성을 이용하여 의 수식

을 풀면 Vida's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계식을 얻을 수 

있다[7]. 여기서 는 공진주 수 이다. 

 


×


           (14)

식(11), (12), (14)를 이용하여 식(1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각 라미터의 계식을 얻을 수 있다. 









 

 


,   
 



×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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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ouble-tuned 필터의 임피던스 특성 (a) 직렬 공진회로 (b) 병렬 공진회로 (c) 필터의 체 임피던스

Fig. 3 The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the double-tuned filter (a) series circuit (b) parallel circuit (c) total impedance of the 

filter

필터는 고조 성분을 제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기본주

수에서 무효 력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필터가 

연결되는 공통연결 에서의 압을 , 필터가 보상하여야 

할 무효 력량을 라고 하면 다음의 식(16)의 계가 성립

한다. 

 

                (16)

이를 앞의 식(13)에 용하면 아래와 같이 식을 정리 할 수 

있다. 



  

  
 

 

 



 



 










 


 

(17)

앞에서 구한 식(15)의 결과와   
 ,     , 

 



 의 계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18)

표   2  라미터 방식의 11/13차 double-tuned 필터

Table 2 The 11/13th double-tuned filter with parameter 

method

Double-tuned 필터의 라미터 값

공진주 수

(11.9차)

  [uF]   [mH]   [mF]   [uH]

1088.73 0.045 39.439 1.260

공진주 수

(12.4차)

  [uF]   [mH]   [mF]   [uH]

1088.04 0.049 44.564 1.029

의 식(15)와 (18)의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앞의 2.1 에

서 제시한 200Mvar의 11차(660Hz)와 13차(780Hz)의 두 가

지 필터링 주 수를 가지는 필터를 설계하 다. 앞의 표 2

는 등가회로 방식으로 설계한 필터와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

도록 설계한 double-tuned 필터의 라미터 값이다. 

(a)

(b)

그림 4 11/13차 Double-tuned 필터의 임피던스 특성 (a) 11.9

차 공진 (b) 12.4차 공진

Fig. 4 The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the 11/13th 

double-tuned filter (a) 11.9th resonance (b) 12.4th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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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의 라미터 값

Double-tuned 

필터(11, 13차)

  [uF]   [mH]   [mF]   [mH]

1.875 25.7 67.5 0.734

High-pass

필터(24차)

  [uF]   [mH]   [ohm] -

1.875 6.515 235.785 -

표 1과 표 2, 그림 2와 그림 4를 비교하 을 때 필터의 

라미터 값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임피던스 특성이 거의 

비슷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진 주 수를 이용한 

설계방법이 앞의 2.1 에서 설명한 등가회로 방식과 다르게 

필터 설계의 입력 라미터로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

링  공진 주 수 조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 따라서 이후 3장에서는 라미터 방식의 double-tuned 

필터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HVDC 시스템에 용하는 방법

을 제시하겠다. 

3. Double-tuned 필터의 HVDC 시스템 용

3.1 HVDC 시스템 모델링 개요

그림 5는 제주도에 설치된 80kV  HVDC 시스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컨버터 극이 지에 하여 상

으로 양/음의 직류 압을 공 하면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극의 직류 류가 같은 값으로 제어된

다면 성선에 류는 흐르지 않는다. 제주도 80kV  

HVDC시스템은 형 인 양극 시스템 구성을 가지고 있으

며 특징으로는 두개의 극이 같은 12펄스 컨버터로 이루어

져 있다. 각 12펄스 컨버터는 6펄스 컨버터 두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각 극에는 교류 시스템에 사용되는 교류 

압을 정류와 인버 에 필요한 직류 압을 만들기 한 수

의 교류 압으로 바꾸어 주기 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 12펄스 컨버터의 압- 상 계를 해서 1차 측은 

지된 Y 결선을 사용하고 직류측 컨버터  하나는 지 

되지 않은 Y 결선을, 다른 하나는 ∆  결선을 사용한다[1]. 
선간 압은 각 컨버터 측에서 같이 33.5kV이다. 각 직류 

선로에 평활 리액터가 연결되어 직류 류의 리  성분을 

평활하게 하여 불연속이 되는 것을 막는다. 

그림 5 80kV  HVDC 시스템

Fig. 5 80kV HVDC system

HVDC의 컨버터는 규정치 이상의 고조  류를 발생시

킨다. 따라서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고조  류는 교류 

압에 왜곡을 만들고 정상 인 시스템 운 을 방해하게 된

다. 고조  필터는 임피던스가 작은 병렬 선로를 설치하여 

고조  류가 흘러나가게 함으로써 교류 압의 왜곡을 수

용 할 수 있는 범  이내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12펄스 컨

버터는 12±1의 특성 고조 를 가진다. 따라서 필터가 필요

한 고조  성분은 11차, 13차, 23차 그리고 25차 성분이다. 그 

이상 높은 차수의 고조  성분은 high-pass 필터에 의해서 

감쇄된다. 그림 5에서 보여주는 80kV  HVDC 시스템에서는 

17Mvar의 무효 력을 보상하는 11차/13차의 double-tuned 

필터와 17Mvar의 무효 력을 보상하는 24차 high-pass 필

터가 사용되었다. Double-tuned 필터는 한 개의 고 압 커

패시터 뱅크와 압 공기 코어 리액터가 직렬로 연결되고, 

압 커패시터 뱅크와 공기 코어 리액터가 병렬로 연결되

어 있다. 고조  필터는 60Hz에서 무효 력을 시스템에 공

하는 역할을 한다[1]. 재 제주도 80kV  HVDC에 실제

로 설치된 고조  필터의 라미터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주도 80kV HVDC의 11/13차 double-tuned 필터

Table 3 The 11/13th double-tuned filter with 80kV HVDC in 

Jeju island

3.2 필터 설계를 한 HVDC 시스템 모델링

류형 HVDC 컨버터의 특징은 교류 시스템으로부터 무

효 력을 흡수한다. 따라서 정류기와 인버터의 터미 은 컨

버터와 교류 시스템 간에 서로 교환하는 유효 력에 비례하

여 무효 력을 흡수하게 된다. 고조  필터는 커패시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컨버터에 필요한 무효 력을 공 할 수 있

다. 필터로부터 무효 력이 충분하게 보상되지 않으면 터미

에서의 교류 압은 컨버터를 정상동작 시키기 한 충분

한 크기를 갖지 못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HVDC 컨버터

에서 필요로 하는 무효 력의 양은 직류단의 유효 력의 양

과 교류단의 역률로 표  될 수 있다. 

tan                     (19)

여기서 는 기본 주 수에서 압과 류의 상차이고, 

는 컨버터의 정상상태 운  특성인 호각 와 첩각 
에 의해서 표 되어 질 수 있다[6]. 

tancoscos
sinsin

        (20)

제주도 80kV  HVDC 컨버터의 정상상태 호각은 21° 

첩각은 13°라고 할 때 의 식(19)와 (20)을 이용하여 필

요로 하는 무효 력의 양을 구하면 tan 이고, 한 개의 
극에서 변환하는 유효 력의 양은 30MW이므로 무효 력의 

양은 15.9Mvar이다. 양극으로 운 을 하므로 송 단에서 최



Trans. KIEE. Vol. 61, No. 9, SEP, 2012

HVDC System 용 Double-tuned 필터의 설계 방법 연구               1237

종 으로 필요한 무효 력의 양은 31.8Mvar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설치된 필터의 용량과 동일하게 high-pass 

필터에서 17Mvar, double-tuned 필터에서 17Mvar의 무효

력 보상치를 갖도록 필터를 설계한다. 

HVDC 컨버터는 직류단에서 정 압 고조  원으로, 교

류단에서 정 류 고조  원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HVDC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조 가 계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류단에서 고조  

분석을 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간단한 등가 모델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필터는 임피던스 로 표 되며 

력계통의 고조  임피던스는 으로 모델링 된다[8]. 그

림 6의 모델을 이용하여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조  류

가 계통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도와 이로 인한 압의 고조

 특성을 식(21), (22)를 통해 악 할 수 있다[9]. 

  


×                 (21)

  

 ×
×                 (22)

필터를 설계하고 필터의 고조  제거 성능을 해석하기 

해서 HVDC 컨버터에서 나오는 고조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은 필수 인 일이다. 따라서 PSCAD/EMTDC를 통하여 필

터 없이 커패시터 뱅크만 존재하여 34Mvar의 무효 력을 

보상할 때 HVDC에서 나오는 고조  정보를 확인하 다. 

이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그림 6 필터의 성능 평가를 한 등가 회로

Fig. 6 Circuit analysis for filter performance evaluation

•  : 컨버터로 부터 나오는 고조  류

•  : 필터로 흘러들어가는 고조  류

•  : 교류 계통으로 유입되는 고조  류

•  : 필터의 고조  임피던스

•  : 교류 계통의 고조  임피던스

•  : 교류 계통의 고조  압

그림 7은 HVDC 컨버터가 연결된 point of common 

coupling(PCC) 지 에서 측정한 고조  류  압의 크

기이다. 여기서 PCC 지 의 60Hz 선간 압은 154kV이고 

상 압의 크기는 88.9kV 이다. 그림 7의 (a)는 HVDC 컨버

터에서 나오는 고조  류의 크기로 그림 6에 나타나 있는 

고조  류원 에 해당한다. 

그림 7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60Hz 성분에 하여 

11차 압 고조 는 약 1.8%, 13차 압 고조 는 약 1.1%

로 아래 표 4에 나타나 있는 IEEE 519 규정에 배됨을 확

인할 수 있다[10]. 한 컨버터의 특성에 따라 23, 25, 35, 37

차에서도 규정치 이내의 고조 가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7Mvar의 무효 력을 보상하는 24차 

high-pass 필터가 설치되었을 때 11, 13차 double-tuned 필

터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

(b)

그림 7 HVDC 컨버터의 압 고조  특성 (a) 고조  류 

(b) 고조  압

Fig. 7 Harmonic voltage characteristics of HVDC converter 

(a) harmonic current (b) harmonic voltage

표   4  IEEE 519-1992에서 제안하는 고조  압 규정[10]

Table 4 The voltage distortion limits recommended by IEEE 

519-1992

Bus voltage at 

PCC

Individual voltage

distortion (%)

Total voltage 

distortion

THD (%)

69 kV and below 3.0 5.0

69 kV to 161 kV 1.5 2.5

161 kV and above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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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ouble-tuned 필터의 설계

앞서 3.2 에서 제주도 80kV  HVDC 컨버터에서 요구

하는 무효 력량이 34Mvar임을 제시 하 다. 한  17Mvar

의 무효 력을 보상하는 24차 high-pass 필터가 설치된다면 

그림 7에서 고조  특성을 분석하 을 때 남은 17Mvar의 

무효 력을 보상하는 11, 13차 double-tuned 필터를 설치해

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2.2 에서 제시한 공진

주 수를 선택할 수 있는 필터 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제주도 80kV  HVDC 시스템에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는 아래 그림 8에서 제시하는 순서도에 따른다. 

그림 8 필터 설계 방법의 알고리즘 구성도

Fig. 8 Algorithm of the double-tuned filter design

Double-tuned 필터의 입력 라미터는 정격 압(), 무

효 력 보상치(), 필터링 주 수( , ), 공진주 수의 설

계 단 (∆)이다. 공진 주 수는 필터링 주 수 과 사

이에서 변하여야 한다. 공진 주 수의 변화에 따라 각 고조

에 한 임피던스 값이 변하고 이를 그림 6에서 제시한 

회로에 따라 해석할 때 각 개별 고조  성분  압의 

THD를 계산 할 수 있다. 이 값들이 규정에 배될 경우 그 

필터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공진 주 수를 변화시켜 새로운 필

터를 설계한다. 한 규정치를 만족하더라도 PSCAD/EMTDC 

로그램으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터의 설계 라미터

를 장하고 다른 공진 주 수에서 새로운 필터를 추가 으로 

설계 한다. 최종 으로 필터링 주 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공진 주 수에 해 고조  규정치를 만족하는 double-tuned 

필터의 설계 라미터를 얻을 수 있다. 

3.4 모의실험 결과  검증

제주도 80kV  HVDC 시스템에서 double-tuned 필터는 

11차, 13차에서 필터링 주 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림 8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따라 공진 주 수를 11.1차 부터 12.9차

까지 0.1차 간격으로 변화시켜 고조  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에 나타나 있다. 

Double-tuned filter의 향으로 PCC 지 에서 11차, 13

차 고조  압의 크기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그러나 

double-tuned 필터와 high-pass 필터 임피던스의 상호 작용

으로 필터링 주 수 이외의 역에서 고조 가 커지는데 특

히 35차, 37차 고조 가 필터 설치 이후 가장 큰 고조  값

을 가지게 되었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11차, 13차 사이의 

모든 공진 주 수에 해 표 4에서 제시하는 IEEE 519 규

정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모든 공

진 주 수에 해 PSCAD/EMTDC 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교류 압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5  공진 주 수에 따른 고조  압의 크기 

Table 5 The harmonic voltage with different resonance 

frequency

공진 주 수 11.1 11.2 11.3 11.4 11.5

 (%) 0.1397 0.1401 0.1406 0.1410 0.1414

(%) 0.0755 0.0757 0.0759 0.0761 0.0763

(%) 0.0711 0.0713 0.0715 0.0716 0.0718

공진 주 수 11.6 11.7 11.8 11.9 -

 (%) 0.1419 0.1424 0.1428 0.1433 -

(%) 0.0764 0.0766 0.0768 0.0769 -

(%) 0.0720 0.0722 0.0723 0.0725 -

공진 주 수 12 12.1 12.2 12.3 12.4

 (%) 0.1439 0.1445 0.1452 0.1458 0.1467

(%) 0.0771 0.0772 0.0774 0.0775 0.0777

(%) 0.0726 0.0728 0.0729 0.0731 0.0732

공진 주 수 12.5 12.6 12.7 12.8 12.9

 (%) 0.1479 0.1497 0.1520 0.1534 0.1524

(%) 0.0778 0.0780 0.0781 0.0782 0.0784

(%) 0.0734 0.0735 0.0736 0.0738 0.0739

그림 9는 기 HVDC를 가동 시켰을 때 압이 0에서 

1pu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double-tuned  

필터의 설계 값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의 (a)와 같이 공진 주 수가 필터링 주 수와 매우 

근 하 을 때와 그림 9의 (e)와 같이 공진 주 수가 12.1차 

이후의 값을 가질 때 교류 압이 안정화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IEEE 519의 고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림 9의 (b), (c), (d)는 각각 공진 

주 수가 11.8차, 11.9차, 12차의 값을 가질 경우로 1 이내

에 압이 안정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2차의 경우 필터

의 노화나 계통의 상황으로 인해 인덕터 는 커패시터의 

수치가 변할 경우 쉽게 12.1차로 넘어갈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11.8차의 공진주 수를 가지는 double-tuned 필터가 

하다. 

그림 9의 (f)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실제 설치된 

double-tuned filter의 라미터를 사용하여 PS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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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그림 9 공진 주 수에 따른 교류 압의 크기 (a) 11.1차 공진 (b) 11.8차 공진 (c) 11.9차 공진 (d) 12차 공진 (e) 12.1차 공진 

(f) 실제 설치된 필터

Fig. 9 The ac voltage magnitude with resonance frequency variation (a) 11.1th resonance (b) 11.8th resonance (c) 11.9th 

resonance (d) 12th resonance (e) 12.1th resonance (f) actual filter

EMTDC로 모의실험을 하 을 때의 결과이다. 실제 설치된 

필터는 상용 소자의 사용으로 인해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인

덕터와 커패시터의 값을 정확히 구  할 수 없기 때문에 

11.8차의 모의실험 결과보다 압이 안정되는 시간이 조  

더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62차 까지 고조  압의 크기가 0.1%를 과 

하는 부분이 없으며 THD 한 0.14%로 매우 작은 값을 보

인다. 이는 모두 IEEE 519 규정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 필터 설치 이후 PCC 지 의 고조  압 특성

Fig. 10 Harmonic voltage characteristics at PCC after 

setting up filter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80kV  HVDC 시스템 모델을 사

용하여 시스템 특성에 맞는 double-tuned 필터의 설계방법

을 제안하며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성을 검토하 다. 먼  리 쓰이는 double-tuned 필터

의 두 가지 설계방법을 11차/13차 double-tuned 필터의 

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공진 주 수를 이용한 double-tuned 

필터의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맞는 필터를 설계하

는 방법을 제안하 다. 검증을 해 제주도 80kV  HVDC 

컨버터의 고조  모델을 사용, 등가 회로를 분석하여 필터의 

라미터를 선정하고 선정된 라미터를 PSCAD/EMTDC

의 HVDC 모델에 용하여 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최

종 으로 재 제주도 80kV  HVDC 시스템에 들어가 있

는 double-tuned 필터의 라미터와 비교를 통해 필터 설계

의 성에 해 근거를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double-tuned 필터의 설계 방법은 추

후 제주도 80kV  HVDC 시스템이 가동되어 실측 고조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을 때에도 용 가능하며 실측 데이

터를 통한 검증은 류형 HVDC 시스템의 국산화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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