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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세계적으로 전력계통의 대륙 간 연계나 신재생에너
지, 분산전원의 계통 연계를 위해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용량,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경우 HVAC에서의 전력손실과 송전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HVDC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LCC(Line commutated
Converter)와 VSC(Voltage Source Converter)의 기술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DC Grid화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해상풍력을 연계
한 Windfarm을 DC Grid화 하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계통 연계를 위해서 DC Grid가 본격적으로 논의
가 되고 있고 관련분야에서는 기술개발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다.
DC Grid 구현을 위해 VSC HVDC가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VSC로
연계된 DC Grid의 AC 계통과의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DC 차단기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DC Grid의 고장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 VSC를 기반으로 한
Point-to-Point HVDC Grid에서의 DC 고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1. 서    론

HVAC 계통은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안정도, 전력손실 및 전압강
하, 표피효과로 인한 송전제약 등의 문제들로 인해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가
공 송전 철탑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인 이슈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공 선로의 경우 600∼800km 이상, 해저케이블은 40∼70km이상, 지
중케이블은 100km이상의 경우에는 HVDC가 유리하며, HVDC로 송전을
할 경우 거리 제약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전력손실이 0이며,
표피효과가 없기 때문에 같은 도체에 송전 전력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HVDC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HVDC에서의 고장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가
HVAC보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미
Global 중전기 업체에서 최근 본격적으로 많은 연구와 프로젝트가 진행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VDC Grid의 가장 기본적인 Point-to-Point HVDC
Grid에서의 DC 고장분석을 위해 모의 계통을 구성하고 사례연구를 통
하여 DC 고장특성을 살펴보았다.

2. 본    론

  2.1 모의 계통
Point-to-Point HVDC Grid 계통은 전압 및 주파수 계급이 같거나 혹
은 다른 두 개의 AC 계통을 HVDC 선로로 연결한 계통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모의한 계통은 HVDC Converter station을 전압형 컨버터
인 VSC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VSC는 MMC(Modular Metilevel
Converter)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모의 계통도
※1)-AC 계통임피던스, 2)-ACCB ,3)-변압기, 4)-star point reactor

상기 [그림 1]은 모의계통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MMC VSC의 사양은 Converter A와 B 모두 용량이 800MVA, Vdc가
400kV이며, Converter A는 Q,Vdc제어이며, Converter B는 P,Q제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MMC VSC는 NLC(Nearest Level
control)방식을 사용하며, upper arm과 lower arm의 각 submodule 개수
는 각각 200개씩으로 201 level이다.
Converter Arm reactor값은 50mH이며, 각 Converter에는 star point
reactor로 전위 0점을 형성한다.

  2.2 사례연구
모의 계통에서 HVDC 선로의 길이는 200km로 상정하였으며, 선로의
종류는 지중케이블과 가공선로의 2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DC 고장
분석을 실시하였다. [3,4]
여기서 DC 고장은 가장 가혹한 경우인 pole-to-pole DC 고장를 상정
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장시간은 2sec로 한정하였고 2sec 후 고장 clear
조건으로 모의하여 변압기 1차측 전류와 converter의 고장전류 di/dt 특
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2]
모의계통은 PSCAD/EMTDC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2.2.1 DC 선로 모델링
먼저, HVDC 선로가 지중 케이블로 Converter station A와 B가
Point-to-Point HVDC Grid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지중 케이블은 400kV DC cable data를 이용하여 PSCAD/EMTDC에서
제공하는 케이블 모델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표 1> 지중케이블 모델링

  

Cable 외경(mm2) 1800

도체 직경 (mm) 50.25

저항율 (Ωm) 2.2×10-08

유전율 2.3

tanφ1/G(Ω-1/km)
0.0004/
4.8×10-08

HVDC 가공선로는 아래와 같은 사양으로 모델링하였다.

<표 2> 가공철탑 및 가공선로 모델링

conductor DC
resistance

outside
diameter

151,5
MCM
parrot

0.02 3.12

3/8“ EHS 5.21 1.52

2.2.2 DC 케이블의 고장분석
DC 선로가 케이블일 경우 Converter와 선로 접속점 사이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와 중간지점에서의 고장 발생을 상정하여 모의하였다.
1) Converter A와 DC 선로 접속점에서 pole-to-pole 단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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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C고장시 변압기 1차측 전류

<그림 3> DC고장시 Converter 직류전류

Converter A Converter B

di/dt(kA/ms) 18.52 12.26

2) DC 지중케이블 중간지점에서 pole-to-pole 단락사고

<그림 4> DC고장시 변압기 1차측 전류

<그림 5> DC고장시 Converter 직류전류

Converter A Converter B

di/dt(kA/ms) 14.4 15.32

 
 2.2.3 가공선로의 고장분석
DC 선로가 가공선로일 경우 2.2.2와 같은 조건으로 고장분석을 실시
하였다.
1) Converter A와 DC 선로 접속점에서 pole-to-pole 단락사고

<그림 6> DC고장시 변압기 1차측 전류

<그림 7> DC고장시 Converter 직류전류

Converter A Converter B

di/dt(kA/ms) 19.66 1.22

2) 가공선로 중간지점에서 pole-to-pole 단락사고

<그림 8> DC고장시 변압기 1차측 전류

<그림 9> DC고장시 Converter 직류전류

Converter A Converter B

di/dt(kA/ms) 3.15 1.65

3. 결    론

앞의 사례연구에서 보았듯이, Point-to-Point HVDC Grid에서
Converter A단의 DC 고장 경우는 케이블보다 가공선로일 경우에 di/dt
가 높게 나타나며, DC 선로 중간지점 사고의 경우는 가공선로보다 케이
블일 경우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선로의 종류와 고장지점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
았으나, 실제 DC 차단기 구현에 있어서는 DC 고장시 DC 차단기 극간
에 발생하는 아크모델, DC 선로의 충전전하로 인한 충전 에너지 등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케이블과 가공선로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그리고 Multi-terminal HVDC Grid에서의 DC
고장 특성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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