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49 -

Abstract - 국내에서 HVDC로는 2번째로 준공되어 2013년부터 상업운
전 중인 진도-서제주간 #2HVDC 변환설비의 운전 중 설비에서 발생한
실제 고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Rectifier단인 진도에서 발생한 고장과
Inverter단인 서제주에서 발생한 고장을 비교·분석하여 HVDC의 제어·
보호시스템 설계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진도-서제주간에 운전 중인 HVDC 설비는 제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을 위하여 건설된 설비로서, 육지에서 AC(교류)를 DC(직류)로 변환하여
해저케이블을 통하여 제주에서 다시 DC를 AC로 변환하여 전력을 공급
하는 설비이다. 제어시스템은 양방향 전력공급(진도⇔서제주)이 가능하
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시스템은 CCP(Converter Control &
Protection)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Full 이중화로 되어 있어 보호시스템
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이후 진도와 서제주에
서 각각 DC Switchyard에서 발생한 고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Rectifier
단과 Inverter단의 보호제어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동일
설비(DC Switchyard 지지애자)에서 동일 DC Protection Function(DC
Pole Differential Protection)이 동작하였으나, 진도(Rectifier)와 서제주
(Inverter)의 두 고장에서는 고장전류의 흐름, 제어동작 등에 대한 차이
는 발생하였다. 이에 DC Pole Differential Protection에 대해서 알아보
고, 진도와 서제주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상세분석을 시행하였다.

2. 본    론

  2.1 DC Pole Differential Protection의 개요
  2.1.1 보호개념과 정정값
DC Pole Differential Protection(Pole Diff.)의 보호 목적은 컨버터
DC측 지락사고와 변환용 변압기와 밸브홀 사이의 AC 도체사이
의 발생하는 지락고장을 검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 Function
은 DC Protection 제어동작 형태에 따라 Type A~D로 구분하며
‘Type B’에 해당되는 고장이다. ‘Pole Diff.’ 보호동작에 따른 제
어동작은 Urgent Trip, Blocking Sequence 3, Pole Isolat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고장 발생과 동시에 변환설비를 정지하는
데 있어서 수행되어지는 동작이다. 이러한 Protection Action은
발생장소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Rectifier 고장 : 해당 Pole Block, Isolate 및 MRTB
(Metallic Return Transfer Breaker) Open Sequence to
other end

▣ Inverter 고장 : 양 Pole Block 및 해당 Pole Isolate

‘Pole Diff.’ Function이 동작을 하기 위한 정정값은 <표1>과 같다.

<표 1> DC Pole Differential Protection Setting Table

Parameters Setting

lowSetSetLevel 0.095pu

lowSetResetLevel 0.03pu

lowSetDetectTime 0.03s

lowSetDeassertTime 0.138s

highSetSetLevel 0.2pu(160A)

highSetDetectTime 0.005s

openCircuitTestLowSetSetLevel 0.05pu(40A)

openCircuitTestLowResetSetLevel 0.045pu

openCircuitTestHighSetSetLevel 0.1pu(80A)

  2.1.2 DC Measurement 입력요소
진도 및 서제주변환소의 제어 및 보호시스템을 위한 Analog 입력요소
는 다음과 같다. 이는 제어동작을 위한 입력 및 보호 기능 동작을 위한
기본 입력요소이다. 진도변환소는 DCCT 입력은 7요소, DCVD 입력은
2요소이며, 서제주변환소는 DCCT 입력은 6요소, DCVD 입력은 4요소
이며 진도변환소의 설치 위치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제어 및 보호시스템 Analog 입력요소(진도C/S)

  2.1.3 Pole Differential Protection 연산식
#2HVDC는 DC Switchyard Configuration의 구성에 따라 17가
지의 운전모드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호방식에 사용되는 입력값
이 운전조건에 따라 다르며 이는 시운전시험에서 점검할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였다. 아래의 연산식은 본 논문에서 검토하
고자 한 ‘Pole Diff.’ Function에 대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

☞ Pole 2 and (HV cable 3 OR HV Cable 1 selected) OR(Pole1
and HV Cable 2 selected)
: IdDiff = -(Selected measured HV cable current)
– (Measured converter neutral current)

☞ 위 조건 이외의 연산식
: IdDiff = (Selected measured HV cable current)
- (Measured converter neutral current)

  2.2 Pole Differential Protection 동작 사례 분석
  2.2.1 진도C/S 보호 Function 동작 사례
  2.2.1.1 고장 개요
진도변환소에서 발생한 고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운전상태 : Bipole 70MW 주파수 운전 모드
☞ 정지설비 : 진도C/S~서제주C/S #1T/L(#1Pole)
☞ 고장원인
- DC SWYD실 내부 습기(약99% 이상)에 의한 #1Pole DS측 지지

애자 절연파괴(내부에 해무 침입에 의한 지지애자 표면 오손)

<그림 2> 고장지점, 고장원인(습도), 운전 Mode(B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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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고장 파형 분석
진도변환소에서 발생한 고장 파형을 분석하면, #1Pole 지지애자에서
지락고장이 발생(고장전류:-10.31kA)한 후 5.69ms(정정:5ms) 후에 ‘Pole
Diff.’가 동작하여 제어동작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류파형을 분석
하면, Pole1 Cable[HVC1]에서 지락고장이 발생하면서 고장전류가 증가
하고(-10.31kA) 중성선 전류(IdcN)와 접지측 전류(IdcEarth)가 크기는 동
일하며 방향이 반대로 흐름을 알 수 있다. 서제주측은 진도에서 보낸
‘Protective Block the other End’에 의해 Thyristor Block만 수행한 상태
로 1차측 차단기(154kV CB)는 가압을 유지하였다. #2Pole은 #1Pole 차단
전력까지 Transfer되어 운전을 유지하였고<그림3>, Switchyard Config.
은 자동으로 ’Monopolar 2-5'로 절체되어 운전하였다.

HVC1

Neutral

Earth

      <그림 3> #1Pole 고장전류 파형과 DC Power Trend

<그림 4> #1Pole 고장  후 운전 Mode 변경(BP4☞MP2-5)

  2.2.2 서제주C/S 보호 Function 동작 사례
  2.2.2.1 고장 개요
서제주변환소에서 발생한 고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운전상태 : Bipole 137MW 주파수 운전 모드
☞ 정지설비 : 진도C/S~서제주C/S #1,2T/L(#1,2Pole)
☞ 고장원인 : DC실 단로기 지지애자(Q89702) 섬락 발생

(DC실 내부 습기에 의한 지지애자 표면 오손)

<그림 5> 고장지점, 운전 Mode(BiPolar)

   2.2.2.2 고장 파형 분석
DC SWYD 단로기 지지애자 섬락에 의한 고장전류(11.15㎄)가

발생하여 5.4㎳(정정:5ms)에 ‘Pole Diff.’가 동작하여 제어동작을 수
행하였다. 전류파형을 분석하면, Pole1 Cable[HVC1]측에서 지락고장이
발생하면서 고장전류가 증가하고(11.5kA) 중성선 전류(IdcN)와 MRTB전
류(IdcMRTB)가 고장 순간에는 일정시간 전류가 감쇄하다가 제어동작
(Bypass)에 의해서 동일 형태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1Pole은 동작
후 인접 Pole에 대한 차단명령과 상대단 Pole에 대한 차단명령을
동시에 수행하여 #2 Pole 및 상대단인 진도측도 Block되어 양
Pole 모두 차단되었다.<그림6> Switchyard Mode 변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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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제주C/S #1Pole 고장전류 파형

  2.2.3 진도와 서제주 고장사례 분석을 통한 검토사항
진도와 서제주의 2번의 고장에서 고장부위(지지애자 절연파괴)와 보호
Function(Pole Diff.)은 같으나, 보호 Function이 동작한 후의 전류의 흐
름과 제어동작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작사가 MRTB의 차단
능력을 검토하여 진도와 제주간의 제어동작을 달리 설계한 것의 근거가
되리라고 판단된다. 제작사에서 설계한 고장시나리오는 <표2, 3>과 같
다. 상기 분석한 고장에서 진도의 운전 Switchyard Mode는 [BP4]에서
[MP2-5]로 전환되었지만, [BP] 운전모드에서는 [MP2-1]로 제어동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의 DC Switchyard 운전모드와 고장
형태(Type A,B,C,D)에 따라 제어동작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서제주의
경우 'DC Pole Diif.'가 동작하면 양 Pole 동시 정지하므로 Switchyard
Mode 변경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 BP Mode에서 DC Differential 동작시 Fault Scenarios

<표 3> BP4 Mode에서 DC Differential 동작시 Fault Scenarios

3. 결    론

상기에서 진도 및 서제주의 HVDC 변환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한 사례
를 살펴보았다. AC 시스템의 보호와 상이하게 HVDC는 제어동작을 수
반함으로써 Protection Action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한 결
과에서도 동일설비, 동일 Function의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 운전 중인
Switchyard Mode에 따라서도 결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서제주C/S
고장의 경우 MRTB(Metallic Return Transfer Breaker)의 동작여부가
고장 후 제어동작의 정·오동작의 판단기준이었으나, 결론적으로 제작사
의 MRTB 설계개념이 설비 정지 후 운전 Mode 변경에 맞춰진 것을 확
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DC 설비의 희소성으로 인해 AC 설비의
고장에 비해 DC설비 고장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은 있었
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고장전류의 흐름, 제어동작 등을 분석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향후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고장
에 대한 개념과 제어동작에 대한 정확한 설계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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