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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를 포함하는 전력계통에서의 신뢰도 기반 HVDC 확충계획 

  Probabilistic Reliability Based HVDC Expansion Planning of Power System 

Including Wind Turbine Generators

오 웅 진*․이 연 찬*․최 재 석†․윤 용 범**․김 찬 기**․임 진 택***

(Ungjin Oh․Yeonchan Lee․Jaeseok Choi․Yongbeum Yoon․Chan-Ki Kim․Jintaek Lim)

Abstract - New methodology for probabilistic reliability based grid expansion planning of HVDC in power system including 

Wind Turbine Generators(WTG) is developed in this paper. This problem is focused on scenario based optimal selection 

technique to decide best connection bus of new transmission lines of HVDC in view point of adequacy reliability in power 

system including WTG. This requires two kinds of modeling and simulation for reliability evaluation. One is how is reliability 

evaluation model and simulation of WTG. Another is to develop a failure model of HVDC. First, reliability evaluation of power 

system including WTG needs multi-state simulation methodology because of intermittent characteristics of wind speed and 

nonlinear generation curve of WTG. Reliability methodology of power system including WTG has already been developed with 

considering multi-state simulation over the years in the world. The multi-state model already developed by authors is used 

for WTG reliability simulation in this study. Second, the power system including HVDC includes AC/DC converter and DC/AC 

inverter substation. The substation is composed of a lot of thyristor devices, in which devices have possibility of failure 

occurrence in potential. Failure model of AC/DC converter and DC/AC inverter substation in order to simulate HVDC reliability 

is newly proposed in this paper. Furthermore, this problem should be formulated in hierarchical level II(HLII) reliability 

evaluation because of best bus choice problem for connecting new HVDC and transmission lines consideration. HLII reliability 

simulation technique is not simple but difficult and complex. CmRel program, which is adequacy reliability evaluation program 

developed by authors, is extended and developed for this study. Using proposed method, new HVDC connected bus point is 

able to be decided at best reliability level successfully. Methodology proposed in this paper is applied to small sized model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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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그리드의 활성화 및 슈퍼그리드의 

현실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의 계통연계 급속화 등에서 

발생하는 계통상의 신뢰도, 안정도 및 품질유지 문제점의 해결책 

중 하나로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가 케이블 기술 

및 AC/DC/AC 변환장치들의 급격한 기술발달로 전력계통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1]. 확률론적 신뢰도에 기반한 HVDC 확충계획

에 관한 근래의 국외연구로는 북유럽의 NORDIC 연구 및 캐나다 

밴쿠버시와 밴쿠버섬과의 HVDC 타당성 조사 연구 등이 있다

[2-7]. 특히 캐나다 밴쿠버의 HVDC 연구는 공급지장비라는 경

제성평가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HVDC를 기존의 전력계통에 투입한다는 것은 AC/DC/AC 변환장

치들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환장치들은 수많은 사이리스터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부품(Devices)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으

므로 상대적으로 고장율이 높다. 따라서 HVDC를 갖는 전력계통

의 신뢰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들 AC/DC/AC 변환장치로 구성

된 변환소의 고장율을 무시할 수 없으며 변환의 고장율을 평가하

는 모델을 작성함이 선행조건이다. 그러나 HVDC를 고려한 확률

론적인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 중 하나인 풍력발전기(WTG; 

Wind Turbine Generator)는 간헐적이면서 통상 와이블 확률분

포를 갖는 불확실성이 큰 풍속을 자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출

력 또한 비슷한 특성을 지니며 인위적인 출력 제어가 곤란한 발

전원이다. 나아가 풍력발전기 출력도 풍속에 따라서 출력시작

(Cut-in), 정격출력(Rated), 출력종단점(Cut-out) 등이 존재하는 

비선형적 특성을 지닌다. 이를 고려한 전력계통의 신뢰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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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2개 상태로 모델링하여 처리하는 일반적인 발전기와는 다

른 다개 상태의 출력모형으로 모델링하여야한다. 

풍력발전기 출력의 불확실성 및 기존발전기와 송전선로의 사

고확률 그리고 HVDC의 사고확률까지 고려한 기본적 방법은 이

미 제시한바 있다[8-12].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HVDC의 확충계획을 신뢰도 관점에서 수립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은 소규모 모델계통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2. HLII 유효부하 및 신뢰도 지수평가

2.1 HLII (Hierarchical level II)

HVDC 확충계획은 송전망계획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송전망까

지 포함한 HLII에서의 신뢰도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쉽지 않다. 

아래의 그림은 전력계통의 신뢰도평가를 위한 계층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전력계통의 신뢰도평가를 위한 계층구조

Fig. 1 Hierarchical structure for reliability evaluation of 

power system

그림 2는 발전계통 및 송전선로의 사고율등과 같은 불확실성

까지 고려한 HLII에서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유효부하모델이

다[8-12].

여기서 각 변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CG, CT : 발전기 및 송전선로의 용량

q, ql : 각각 발전기와 송전선로의 사고율

APij : 임의의 부하지점에 용량

kfosi : k 부하지점에서의 #1 발전기부터 #i 발전기까지 운전

된 경우의 종합적인 가상발전기(Synthesized fictitious 

generator)의 사고용량확률분포함수

식 (1)과 같은 확률변수를 도입하고 WTG 출력의 불확실성을 

다개상태로 모델링하면 HLII에서의 유효부하지속곡선은 식 (2)와 

같다[8, 10]. (WTG의 다개상태 확률모형 및 이의 모의는 참고문

헌 [10]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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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실제 계통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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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풍력발전기를 고려한 계통의 가상 등가 발전기

(b) Synthesized fictitious equivalent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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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효부하모델로 등가화 된 계통

(c) Equivalent system

그림 2 HLII에서의 복합 전력계통의 유효부하모델

Fig. 2 Composite power system effective load model at HLII

    
  



                (1)

단,

kxe `: k 부하지점에서 복합전력계통의 유효부하 확률변수

kxL `: k 부하지점에서 확률적 계통부하의 확률변수

kxoj `: k 부하지점에서 j 번째 사고 상태에서의 최대공급전력에 

의한 확률적사고부하의 확률변수

NS : 계통상태의 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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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풍속모델의 확률분포함수

Fig. 4 The common wind speed model

    ⊗

 
  



    
  



∋      

    (2)

여기서,

x : 유효부하 Φ의 확률변수

kCni : k부하지점에서 가상발전기 상태 n 에서의 정전용량

kqni : k부하지점에서 가상발전기 상태 n 에서의 사고확률

 

2.2 HLII의 모선 및 계통 신뢰도지수

2.2.1 모선별 신뢰도지수

#k모선에서의 유효부하지속곡선 kΦNG(x)을 사용하여 #k모선의 

신뢰도지수인 공급지장시간기대치(LOLEk), 공급지장에너지기대치

(EENSk) 및 EIR(Energy Index of Reliability)을 식 (3), 식 (4) 

및 식 (5)처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DENGk는 #k모선에서의 총 

부하에너지(Demand Energy)이다.

   
         [hours/yr]  (3)

 



   [MWh/yr]   (4)

       [pu]        (5)

2.2.2 계통 신뢰도지수

계통전체의 EENSHLII와 ELCHLII(Expected load curtailed)는 식 

(6) 및 식 (7)에 보인 것처럼 각각 모선별 EENSk 합 및 ELCk 합

과 동일하다. 따라서 계통전체의 LOLEHLII는 식 (8)처럼 등가적

으로 정식화된다[11].

 




        [MWh/yr]    (6)

 




           [MW/cur.yr]  (7)

  [hours/yr]    (8)

      [pu]         (9)

여기서, NL : 총모선수

ELCk : Expected load curtailed (=EENSk/LOLEk)

DENGk : #k모선의 Demand energy [MWh] 

3. 풍력발전기(WTG) 신뢰도 평가모델

3.1 풍력발전기의 다개상태 출력모델

풍력발전원의 출력은 풍속에 크게 의존한다. 전형적으로 풍력

발전원의 실제 출력은 어느 이상의 풍속에서 출력을 내기 시작하

여 정규풍속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정격출력을 발생하며, 또한 어

느 이상의 풍속에서는 자체기기보호를 위하여 전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3은 이의 특성곡선을 보인 것이며, 출력은 식 (10)

처럼 산정된다.[2-3, 11]

그림 3 풍력발전기의 전형적인 출력특성곡선

Fig. 3 A typical power output model of wind turbine 

generators (WTG)

   ≤ 

 ×× ×
  ≤ 

   ≤ 

   

   (10)

단,  Pi : 풍속 #의 대표 풍속 V에 해당하는 풍력발전원의 

출력 [kW]

Vci : 출력시작점 풍속(The cut-in speed) [m/sec]

VR : 정격출력풍속(The rated speed) [m/sec]

Vco : 출력종단점 풍속(The cut-out speed) [m/sec]

PR : 정격출력 [MW] 

3.2 풍속모델

실제 풍속의 확률분포는 정규확률분포에 가까운 Weibull확률

분포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모형은 이미 개발되어

져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통풍속모델(Common wind speed 

model)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림 4는 공통풍속모형의 확률밀도함수이다. 풍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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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풍력발전기의 출력특성곡선과 풍속모델의 결합모습

Fig. 5 Components of a model describing the power output 

states of a WTG and the corresponding probabilities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는 정규확률분포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빗

금으로 나타낸 음의 부분은 측정하는 지점의 기준한 방향의 풍속

의 반대방향을 의미한다.

3.3 풍력발전기의 다개상태 출력모델

그림 5은 풍력발전기의 전형적인 출력특성곡선과 풍속모델의 

확률분포함수를 결합하여 그림 6과 같은 풍력발전기의 출력에 따

른 확률의 선형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여기서, PM : 풍속 M [m/sec]에 대한 풍력발전기의 출력

PBM : 풍속 M [m/sec]에 대한 풍속 모델의 확률

μ : 풍속의 평균 [m/sec]

σ : 풍속의 표준편차 [m/sec]

그림 6 풍력발전기 출력과 확률의 선형그래프

Fig. 6 Linear graph of power and probability of WTG

그림 6에서 보이는 것처럼 출력에 따른 확률을 얻을 수 있으

며 이를 그림 7 및 식 (11), 식 (12)와 같이 선형보간법을 이용

하여 동일 출력간격으로 재작성 한다.

  
   ×               (11)

   
  ×               (12)

그림 7 풍력발전기의 출력에 따른 확률을 등간격으로 조정하기 

위한 선형 보간법의 도식화

Fig. 7 Graph using linear interpolation according to Fig. 6 

for same interval

그림 8은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전형적인 풍력발전기의 다개

상태 확률분포함수를 보인 것이고 식 (13)을 만족한다. 여기서 

NS를 풍력발전기의 운전상태의 수라고 하면 정격출력은 PR은 

PNS-1이다.

그림 8 등간격으로 조정한 전형적인 풍력발전기 출력의 다개상태 

확률분포 함수

Fig. 8 The typical multi states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WTG output using Fig. 7

        단    ⋯     (13)

그림 8과 같은 풍력발전기의 다개상태 모델을 가용용량확률분

포함수라 한다. 이를 이용하여 풍력발전기의 사고용량 확률분포

함수(fosi)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림 9의 유효부하지속곡선(Φi)을 구

하는 식 (14)에 의해 신뢰도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림 9 전형적인 유효부하지속곡선

Fig. 9 A typical Effective load duration curve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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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VDC의 신뢰도 평가모형 

Fig. 10 Reliability Evaluation Model of HVDC

WTG power output Model

Wind speed Model

WTG power multi-state Model

HVDC Reliability Model
(λct, μct, λcs, μcs, λDCL, μDCL)

Grid constrained the synthesized 
fictitious generator at load point #k

Reliability evaluation for system and 
load points

그림 11 WTG를 포함하고 HVDC를 갖는 HLII에서의 신뢰도 평

가 흐름도

Fig. 11 Reliability assessment flow chart in HLII with WTG 

and HVDC

여기서, ⊗ : 상승적분을 의미하는 연산자

Φ0 : 원래의 부하지속곡선(LDC)

Φi−1 : #1에서 #i−1 발전기까지 고려한 유효부하지속

곡선

fosi : #i 발전기의 사고용량확률분포 함수

NS : 발전기의 상태의 수

Cij : #i 발전기의 #j 상태의 사고용량 [MW]

qij : #i 발전기의 #j 상태의 사고확률

4. HVDC의 신뢰도 평가모델

그림 10은 HVDC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구조도이다. 여기서 λct, μct, λcs, μcs 및 λDCL, μDCL은 각각 

HVDC양단간에 설치된 컨버터, 인버터 및 HVDC 케이블 자체의 

고장율(Failure rate) 및 복구율(Repair rate)이다. 그런데 이들의 

사고확률(q)은 각각 qct=λct/(λct+μct), qDCL=λDCL/(λDCL+μDCL), 

qcs=λcs/(λcs+μcs)이므로, 가용확률(p)은 각각 pct=(1-qct), pDCL= 

(1-qDCL), pcs=(1-qcs)처럼 되고 그러므로 HVDC 전체의 사고확률

은 이들이 직렬연결이므로 식 (15)처럼 정식화 된다.

    ××     

=(1-(1-λct/(λct+μct))(1-λDCL/(λDCL+μDCL))(λcs/(λcs+μcs)))  (15)

5. 계산 흐름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WTG를 포함하고 HVDC를 갖는 HLII에

서의 신뢰도 평가 흐름도이다. 

6. 사례연구 

 

6.1 대상계통 및 입력데이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뢰도 평가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

해 그림 12와 같이 제주도와 유사한 소규모 전력계통을 이용하

였다[11]. 여기서 최고부하는 681[MW]이며, 모선수는 11개, 부

하지점은 7곳으로 모의하였다. 모든 모선에서의 부하형태는 그림 

13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표 1은 대상계통의 전원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석탄화력 3기, LNG화력 1기, 유류 2기이

며 풍력발전기는 3단지로 구성된다. 또한 외부계통과 연계하는 

HVDC는 세 개의 연계선을 가정하였으며 #1 연계선은 이미 설치

되어 있고 #2, #3연계선은 설치예정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①

②

⑪

⑩

③

④ ⑨

⑧

⑦

⑥

⑤

그림 12 신뢰도 평가를 위한 모델계통 

Fig. 12 Model system for reliabil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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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상계통의 부하패턴 

Fig. 13 The load variation curve of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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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각 연계모선별 계통의 EENS [MWh/year]

Fig. 14 EENS of each connected system

표    1 입력 발전기

Table 1 Input generator

발전기수(발전단지수) 발전용량

풍력발전단지 3 100

HVDC 3 550

석탄화력 3 185

LNG화력(G/T+S/T) 1 70

유류 2 50

합계 12 955

6.2 HVDC #2연계선 추가시 신뢰도 변화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HLII에서의 신뢰도 평가 프로그램인 

ComRel을 이용하여 신뢰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표 2는 

200MW×2회선 규모의 HVDC #2연계선 추가시의 신뢰도 평가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비록 실계통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2 

HVDC는 모선 11에 연계된 것이 공급신뢰도 관점에서 최적 연계

점을 선택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2 HVDC #2연계선 추가에 따른 신뢰도 변화

Table 2 Reliability based on the HVDC #2 line addition

구  분

No HVDC
모선 11에 

HVDC 추가시Grid not 
constrained

Grid 
constrained

LOLE 
[hours/year]

1.26 6.89307 0.097253

EENS 
[MWh/year]

44.52 3587.35 55.283

EIR [pu] 0.99999 0.999222 0.999989

표 3는 #2 HVDC를 #1 HVDC의 연계지점인 모선 1 그리고 

모선 4, 모선 10 및 기 건설연계지점 모선 11과 연계할 경우에 

대하여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급신뢰도를 평가한 결과이

다.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 연계지점이 상대적으로 타 연

계지점보다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선 11이 본토와

의 거리도 제일 가까우며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공급신뢰도 측면

에서도 매우 좋은 선정이라고 판단된다.

표    3 후보 연계모선에 대한 신뢰도 평가결과 

Table 3 Reliability evaluation results for candidate linkage 

bus

구  분
New HVDC

Bus #1 Bus #4 Bus #10 Bus #11

LOLE 

[hours/year]
0.403583 0.403584 0.397534 0.097253

EENS 

[MWh/year]
231.596 231.596 228.625 55.283

EIR [pu] 0.99954 0.99954 0.99955 0.999989

6.3 HVDC #3연계선 추가시 신뢰도

HVDC 2회선 건설에 따른 계통모의를 통해 신뢰도를 평가하

였다. 모의 시나리오의 모선을 기준으로 LOLE, EENS, EIR와 같

은 신뢰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모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각 모선별 신뢰도 평가 결과

Table 4 Reliability evaluation result

접속
모선

#3 HVDC 
연계
안함

Bus 
#1

Bus 
#2

Bus
#3

Bus 
#10

Bus
#11

LOLE 
[Hrs/
year]

0.097253 0.010996 0.011004 0.010996 0.010669 0.002811

EENS 
[MWh/ 
year]

55.283 6.29677 6.30115 6.29677 6.12603 1.58159

EIR
 [PU]

0.999989 0.999999 0.999999 0.999999 0.999999 1

6.3.1 #3 HVDC 연계유무에 따른 공급신뢰도 효과 

표 4를 살펴보면 #3 HVDC를 연계하면 공급신뢰도 측면에서 

LOLE가 0.002811[Hrs/year]로써 연계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거

의 10배 이상 공급신뢰도는 좋아짐을 알 수 있다. 

6.3.2 #3 HVDC 적정 연계지점의 선정 

그림 14~그림 16은 표 4를 각 평가기준에 따라 모선별로 그

려본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모든 경우에서 모선 11이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과 #11 HVDC는 현존의 #1 

HVDC를 횡단하여야 하는 해저 건설등의 제약조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계모선 1 혹은 10 중에 선택하여 연계하여야 하지만, 

연계모선 1 또한 현존의 #1 HVDC와의 협조된 건설상의 어려움

이 존재함으로 연계모선 10에 연계함이 합리적이면서 우수한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EIR의 경우 연계모선 11이 

최소 0.999999[pu] 이상으로 모든 연계모선에서 매우 우수한 신

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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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각 연계모선별 계통의 LOLE [Hrs/year]

Fig. 15 LOLE of each connected system

그림 16 각 연계모선별 계통의 EIR [pu]

Fig. 16 EIR of each connected system

7. 결  론

전력계통에서의 HVDC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공

급신뢰도 평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HVDC는 대부분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기간계통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포

함한 신뢰도 평가가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그동안 간략 방법으로 개발한 HLII에서의 신뢰도 평가 

프로그램인 ComRel을 이용하여 HVDC의 확충계획을 신뢰도 관

점에서 수립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은 소규

모 모델계통을 대상으로 HVDC 연계선로의 추가에 따른 신뢰도

를 평가함으로서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기존발전기

와 송전선로의 사고확률 그리고 HVDC의 사고확률 등을 고려했

을 뿐만 아니라 출력의 변동성이 매우 큰 풍력발전기의 출력의 

불확실성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원의 계통

연계를 고려한 HVDC의 확충전략 수립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중 대표일 부하곡선만을 대상으로 모의 

하였으며 발전비용 및 건설비용을 제외한 신뢰도만을 평가한 내

용이다. 따라서 차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본 평가프로그램은 풍력발전기의 불확실성 뿐만 아니

라 동시에 송전망까지 고려한 신재생에너지발전원을 포함한 

HLII 수준의 신뢰도평가 프로그램이므로 각 모선별 신뢰도 지수

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신설에 따른 HVDC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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