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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nce 20th century, along with the rapid
industrial advancement, the concentrated urban development in
specific large cities have made people migrate to those cities,
thus causing problems in the power system stability. In case
of Korea, more than 40% of the power system demand comes
from the consumer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continuous increase of power
demand, in order to meet the demand for system reliability
improvement, the power system was multi-looped for
reliability enhancement, the problem of fault current happened.
In this situation,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fault current
reduction likes current limiting reactor, replacing circuit
breaker, splitting busses, etc. But these methods reached its
limit, power system needs more fundamental solutions such as
grid segmentation. In this paper, we assume grid segmentation
already has been progressed using VSC BTB HVDC. Then,
this paper discusses operating point of HVDC in metropolitan
area considering loss minimization and handy flow control.
The simulation is proceeded on 2027 KEPCO system.

1.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전력
수요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는 대규모 발전 설비가 없는 부하 지역의 특징으로 인
해 대규모 장거리 송전이 요구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하여
송전 시스템 확충 및 수도권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중 루프화된
계통이 구성되었고, 고장 용량 증대 문제 또한 함께 수반하게 되
었다. 6차 수급 계획을 기반으로 한 2027년 국내 계통 검토 시,
수도권 계통의 고장전류 문제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최근에
는 이러한 고장전류 문제 해소를 위하여 Back-to-Back(BTB)
컨버터를 적용한 권역 별 분리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경제성 및
설비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전력계통에
대하여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고장전류 저감 대책을 위한 최적방
안 도출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BTB 컨버터를 이용한
소권역 분리, 송전선로 High Voltage Direct Current(HVDC)화
등으로 인한 고장전류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환상형 망 재구성을 목적으로 BTB 컨
버터를 이용하여 망을 분리할 때, BTB HVDC의 운전점을 결정
하고자 한다. 주어진 분리 개소에 전압형 BTB HVDC가 적용될
시, 유효전력 제어를 통한 계통 전체 손실을 감소시키고, 주요
상정고장 시 조류 방향 변화를 억제하여 컨버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전점을 결정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VSC BTB HVDC
본 절에서는 수도권 환상망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BTB
HVDC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단순히 AC 선로를 물리적으
로 끊는 것과 비교 시 DC 조류 제어를 통해 조류량을 흘러주게
함으로써 전력 융통을 원활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고장전류를 감
소시킬 수 있다. 컨버터 종류로는 전류형과 전압형을 들 수 있는
데, 빠른 전력 역송, 부지 선정 문제, 정류 실패 등을 고려하여
Line Commuted Converter(LCC) 보다는 Voltage Sourced
Convertor(VSC) 사용이 용이하다. VSC 자체적으로 무효전력을
흡수 또는 공급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인근 무효전력 보상
을 통한 특정 선로 고장 시 전압안정도 개선에도 용이하다 [1].

HVDC 용량은 평상 시 해당 선로 조류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데, 1G 이하의 조류가 흐르며, 상용 중인 BTB HVDC의 용량을
고려하여 1G로 가정하였다.

  <표 1> 전류형/전압형 BTB HVDC 비교

전류형 BTB 전압형 BTB

에너지 매개체 인덕터 캐패시터

무효전력 제어 불가능 가능

DC 전압 스트레스 크다 낮음

고조파 크다 낮음

강인제어 어려움 가능

전력소자 사이리스터 IGBT , GTO

스위칭 손실 낮음 크다

conduction 손실 낮음 크다

스위칭 주파수 낮음 크다

손실률 1.6%~1.8% 3%~4%

Overload 능력 있음(10%) 없음

고조파 필터 대용량 요구 소용량 요구

ancillary service 불가능 가능

  2.2 계통분할 후보지
본 논문에서는 고장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권역 분리 후보
지로 ‘신파주-신김포’ 선로를 고려한다. 2027년 계통 수도권 내
345kV 급 선로를 대상으로 고장전류 감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선로를 살펴볼 시 ‘신파주-신김포’ 선로 DC화가 영향을 많이 끼
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이 선로에 전압형 컨버터를
투입할 경우 수도권 내 전압 불안정 지역으로 고려되는 인천 지
역으로 무효전력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파주-신김포’
선로 DC화 전/후의 고장전류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모선
분리 운전 중인 모선을 병합하여 고장전류 문제를 극대화하였고,
‘신파주-신김포’ 개소에 한류리액터 투입, BTB HVDC를 이용한
계통 분할 시 고장전류 위반 개소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2> 2027년 BTB HVDC 투입 시 고장전류 위반 개소

1개소 BTB HVDC 투입으로 고장전류 위반개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전히 고장전류 위반개소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이
는 추가적인 계통 분할 또는 다른 방안으로 고장전류를 저감시
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개소 BTB HVDC 투입만을 고려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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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운점점 결정
본 연구에서 HVDC 운전점 결정 시 계통 전체 선로 손실 최
소화와 HVDC 수명 문제를 고려한 특정 고장 시 조류 방향 변
화 억제를 목적으로 두었다. Phasor Shift Transformer(PST)나
Thyristor Controlled Series Compensation(TCSC) 등을 이용한
선로 조류 제어를 통한 계통 선로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론은
보통 Genetic Algorithm(GA)나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등의 최적화 기법을 통하여 최적 운전점을
결정한다. 이러한 휴리스틱한 방법론과 유사하도록 본 HVDC 운
전점은 10MW 단위로 HVDC 유효전력을 제어하여 선로 손실을
검토하였다.
또한 환상형 망 내부 주요 선로를 DC화하기 때문에, 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한다. 갑작스러운 조류방향 변화는
DC 컨버터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즉, 특정 선로 고
장 시 조류방향이 급작스럽게 변화하지 않도록 평상 시 운전점
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신파
주-신김포’ 선로의 운전점을 결정하고자 한다.

<그림 1> 운전점 결정 시 고려 요건

  2.4 2027년 계통해석
먼저 ‘신파주-신김포’ 선로 조류 제어를 통하여 계통 선로 손
실이 최소가 되도록 최적 운전점을 결정하고자 한다. 2027년 첨
두부하 계통에서는 평상 시 신파주에서 신김포로 723.4*2 MW의
조류가 흐른다 조류량을 10MW 단위로 제어하여 선로 손실을
검토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조류 제어 량에 따른 선로 손실 [MW]

조류제어량 900 910 920 930 940 950

선로손실 1843.2 1842.9 1842.7 1842.4 1842.2 1842

조류제어량 960 970 980 990 1000 1010

선로손실 1841.7 1841.6 1841.2 1840.2 1839.6 1840.9

조류제어량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

선로손실 1840.8 1840.7 1840.6 1840.5 1840.4 1840.3

조류제어량 1080 1090 1100

선로손실 1840.3 1840.3 1840.2

<그림 2> 조류 제어에 따른 선로 손실

BTB HVDC 투입 전/후의 조류량을 비교할 시 세 경우 모두
신김포에서 신파주로 흐르는 조류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압
형 HVDC 자체적으로 무효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전압 취약 지
역인 인천 지역에 전압을 보상함으로써 조류가 바뀌게 되는 것
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고장 시 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검토
한다. 2027년 계통의 수도권 지역 주요 상정 고장의 케이스를 살
펴 볼 경우, 수도권 서남부로 들어오는 융통선로인 ‘아산3-화성
3’, ‘신온양-서평택’ 고장 시 인천 지역으로 들어오는 조류가 모
자라게 되어 수도권 북부에서 서부로 들어오는 인출선로인 ‘신파
주-신김포’ 선로의 조류량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BTB HVDC의
용량을 1G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 때 운영 전략은 1G로 조류
를 증가시켜주는 것이 되는데, 이는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는 운
전점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 운전점을 1,000MW로
제어할 때 손실도 최소화가 되고, 사고 시 별다른 조류방향 변화
도 없을뿐더러, 특별한 조류 제어가 필요하지도 않게 된다. 이
때의 융통조류 여유 해석을 통한 전압안정도 검토 시 계통에 별
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고, 2027년도 첨두부하 ‘신파주-신김포’
BTB HVDC 투입 시 최적 운전점을 1,000MW로 고려할 수 있
다. 인천 지역의 발전력을 증가시킬수록 ‘신파주-신김포’의 조류
량은 점점 감소하다 신김포에서 신파주로 역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수도권 서남부 고장 시 조류 방향이 역으
로 흐르게 되므로 애초에 조류 방향을 역으로 제어해줄 경우, 급
속한 컨버터 동작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장전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환상형 계통
권역별 분리 시 BTB HVDC의 운전점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운전점 결정 시 고려 요건으로는 계통 전체 선로
손실 최소화와 특정 고장 시 조류 방향 변화 최소화를 두었으며,
최적 운전점 상태에서 계통 안정도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
하였다. 논문에서는 1기 HVDC 투입 시 운전점만을 검토하였지
만, 다기 HVDC가 투입될 시에는 각각의 HVDC 평상 시 운전점
과 특정 상태에서의 제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운전점 결
정에 있어서 더 복잡성이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수도권 주변에
장거리 HVDC 송전선로, 동북아 계통 연계, 수도권 내 BTB 투
입 등 다양한 HVDC 투입이 고려 중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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