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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국이 단일 계통으로 구성된 국내 계통의 특성을 검토

하였으며, 이러한 단일 계통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전력수요와 발전력간의 불균형에 의하여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대규모 단일 계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설비의 지속적인 병

렬증설이 임피던스의 저감으로, 이 임피던스의 저감이 고장전류의 증가

로, 그리고 이 고장전류의 증가는 캐스케이딩에 의한 광역정전(Blackout)

의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음을 검토하였다.

광역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과

여러 유사 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중에

서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적용으로 계통을 분할하여 광

역정전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여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HVDC의 역사 및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HVDC의 고장전

류인 무효전력을 전송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계통을 분할 할 수 있

는 방안을 적용키로하고, HVDC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신규로 AC 계통

에 HVDC를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AC가 운영되고 있는 선로에 철

탑을 그대로 두고 HVDC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다.

AC선로를 HVDC로 전환할 경우, AC 선로의 운전조건에 따라서

HVDC로 전환할 경우 계통분할효과가 각각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통분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의 AC와 HVDC간의 상호영향을 나타내던 지표인 SCR (Shor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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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MIIF (Muliti-Infeed Interaction Factor) 그리고 CFII

(Commutation Failure Interaction Factor)를 검토하였으며, 이중에서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MIIF)와 SCR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SPISCR)를 각각 검토하였다.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검토하는 경우, AC를 HVDC로 전환 할

경우 Rectifier단과 Inverter단간의 전압변동의 상호영향을 검토하는 방식

이었으며,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는 HVDC 전환 전․후의 양단간

의 단락용량(SCC, Short Circuit Capacity)의 변동양상을 검토하는 방식

이었다. 실제 Simulation결과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MIIF)는 전

압의 변동이 AC 선로를 HVDC로 전환하는 것 이외의 다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SPISCR)는 당초 HVDC 적용을 통하여 고장전류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게 계통분할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R (Short Circuit Ratio)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SPISCR)가 AC를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의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계통해석프로그램(PSS/E)를 활용하여

IEEE RTS-96 테스트 시스템에 적용하여 계통분할 효과를 검증하였다.

Simulation을 통하여 AC를 HVDC로 전환할 경우, 계통분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통분할지수(SPISCR)를 산정하여 본 결과, 개별선로별로 AC를

HVDC 전환 할 경우는 계통분할지수(SPI)가 단락비(SCR)와 비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수의 선로를 동시에 HVDC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별선로별로

전환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HVDC 전환선로간에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계통분할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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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계통분할 가중지수라는 명칭으로 추가 검토를 시행하였다.

계통분할 가중지수는 개별선로별로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지

수(SPI)가 단락비(SCR)와 비례관계를 보이던 것에 비해, 계통분할 가중지

수는 전압급이나 해당계통의 단락용량의 절대값에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검토한 계통분할지수(SPI)와 계통분할 가중지수를 국내계통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중에 특히 수도권 융통 6개 선로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 결과 개별선로별로 HVDC로 전환하였을 경우와 6개선로

동시에 전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통분할지수와 가중지수를 산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계통에 적용시 개별선로별로 HVDC전환시와 2

차, 3차로 HVDC 전환할 경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 HVDC, 고장전류,

SCR(Short Circuit Ratio), MIIF (Multi Infeed Interaction Factor)

학 번 : 2019-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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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 전력계통은 대부분 HVAC (High Voltage Alternative Current)

로 계통을 구성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전압체계 또한 765kV로부터

345kV, 154kV의 전압체계를 가지고 전력공급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물론

배전급에서는 22.9kV나 그 이하 전압도 운영하지만, 본 연구보고서에서

는 154kV 이상의 송전 계통에 대하여만 다룬다.

국내 전력계통의 특성은 부하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았

을 때, 작은 국토면적에 부하규모가 매우 크므로 부하밀집도가 상대적

매우 큰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1].

최근 2~3년의 경우 최대전력 수요 값만을 본다면 2018년 하계피크

값을 기록한 이후로 2019년이나 2020년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줄어드는 것

이 사실이다 [2].

하지만 최대전력수요가 줄어든다고 하여 전력설비의 증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력계통설비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장기간에 걸친 건

설이 불가피하므로 최소 10년이상의 장기계획하에서 설비증설계획을 수

립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등의

불확실성을 위하여도 최대전력수요 감소추세와 무관하게 설비증설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전력수요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송변전설비의

증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설비증설은 기본적으로 전압원 계

통인 HVAC 시스템에서 병렬로 설비 증설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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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병렬의 설비증설은 계통임피던스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AC 계통의 경우 전압을 통일하여 전압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설비를

증설할 때 병렬로 설치하는 것이 간편하여 설비증설이 용이하지만, 병렬

로 증가되는 송전선로 등의 계통구성의 경우 고장전류가 커지는 문제점

발생하게 된다. 예를 국내계통구성의 주간선인 345kV급 계통의 경우 90

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차단기 고장전류정격이 40kA수준이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계통선로의 대폭 증가와 특히 수도권 환상망 구성 등 설비가

추가되면서 임피던스가 대폭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장전류가

50kA 수준에서 최근에는 63kA 수준까지 상향되어, 최근 신규로 설치되

는 차단기의 경우 63kA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존의 40kA,

50kA 정격의 차단기 들을 63kA로 용량을 증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을 소모하고 있다 [3].

국내 계통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 계통이 하나의 단일 계통으로 운

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처럼 계통을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단일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

징이다. 이렇게 단일 계통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

우 지역별로 구분된 계통내에서 소비지에 가까운 곳에 발전원이 있음으

로 가능하나, 국내 계통의 경우 수도권에 40%가 넘는 전력수요가 있으

나, 수도권의 발전원은 20%수준이므로 나머지 전력수요는 국토의 남서

부나 동부에서 수도권으로 전송되는 대규모 북상조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북상조류 때문에라도 단일계통구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장전류가 매우 큰 단일 계통이면서, 북상조류가 많

은 경우, 하나의 선로가 고장전류를 초과하여 차단에 실패할 경우 인근

선로의 고장전류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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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고장이 확대되는, 이른바 Cascading에 의한 광역정전(Blackout)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그 위험성은 계통규모가 확대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계통운영의 어려움과 광역정전(Blackout)의 위험성 축소를 위

하여 국내계통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위에서 예를 든

북상조류는 흔히 수도권 융통선로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데, 전력계통운

영시는 수도권 융통선로 6개를 지정하고 해당선로의 합계 전력전송량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통운영방안을

송전제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송전제약 이외에도 모선이나 선로를 분

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임피던스를 높여 고장전류가 일정치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고장시 계통전압 불안이 예상되는 개소 등에는 전압보상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 중에는 HVDC를 이용하여 계통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이 일부 제시되고 있다. HVDC를 HVAC계

통에 적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류는 HVDC를 통하여 전력전송을 하는

데 AC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고장전류가 발생하여 흐를 경우 고장전류

는 무효전력이므로 무효전력을 전송하지 않는 HVDC의 특성으로 인하

여 계통을 분할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 부분이 HVDC를 적용함에 있어

AC 계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며, HVDC의 장점이라할 수 있다.

기존의 논문 혹은 현장에서는 HVDC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전력계

통시스템에서는 계통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

히 HVDC는 비용이 AC대비 고가로서 장거리 계통이나 장거리 해저케

이블 등 기술적으로 AC가 한계가 있는 불가피한 개소에 해당계통들을

상호연계하는 목적으로 대부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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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고장전류가 매우 크고 단일 계통으로

구성된 국내계통의 특성(문제점)을 개선하고자 HVDC의 중요한 장점중

하나인 HVDC를 이용한 계통분할효과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1.2 논문의 구성 및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HVAC로만 구성된 전력계통, 특히 국내와 같이

고장전류가 큰 단일 계통에 HVDC를 적용하였을 경우, HVDC의 가장

큰 장점인 계통분할 효과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계통분할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계통

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계통분할 지수의 검증을 위하여 IEEE Test system에 대하여

전력계통해석프로그램(PSS/E)을 이용한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당내용에 대하여 국내계통에도 적용하여 HVDC 적용을 통한 계통분

할 효과가 가장 뛰어난 개소를 선정․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배경 및 내용 그리고 논문의 구성 및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현재 국내계통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내계통

운영현황을 유사한 전력수요규모를 지니고 있는 여타 국가와 비교하였으

며, 국내 계통의 주요한 특성인 수도권의 발전원과 전력수요간의 상충되

는 특성으로 인한 북상조류의 증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재적용중인 계통운영대책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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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기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계통분할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중에는 계통의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안과

아울러 BTB (Back-To-Back) HVDC를 적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송전제약

을 고려하여 지역을 분할하여 예비력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계통분할방안으로서 HVDC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우선은 HVDC의 특징과 특히 계통분할효과 측면에서 주로 검토

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NIMBY현상 등으로 인하여 송전선로 신규건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AC송전선로를 그대로 두고 해당선

로를 HVDC로 변환․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계통분할효과를 지수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행하

였다. 우선은 HVDC가 AC계통에 설치될 경우의 상호영향을 표시하는

기존의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고장전류값과 관련이 있는 SCR

(Short Circuit Ratio)에 대하여 가장 먼저 살펴보았으며, 다름으로는

MIIF (Multi Infeed Interaction Factor)로서 HVDC가 다중으로 설치된

경우의 상호영향분석하는 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CFII (Commutation

Failure Interaction Index)에 대하여 설펴보았다.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여

기존 AC 계통에 HVDC를 적용할 경우, 계통분할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제시하였으며, SCR을 활용한 계통분할지수인

SPISCR과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인 SPIMIIF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전력계통해석프로그램인 PSS/E를 이용하여, 우선 IEEE

에서 제시하고 있는 Test system인 IEEE RTS(Reliability Test System)-96

을 활용하여 계통분할지수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SCR 을 활용한 계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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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지수인 SPISCR과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인 SPIMIIF에 대한 상호

비교검증을 통하여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로서는

SPISCR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SPI값을 국내계통에

적용하여 선로별 SPI 지수를 검토하여 계통분할효과가 가장 큰 서로를

선정․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사항을 종합 정리하고, 향후 연구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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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전력계통 현황 및 특징

2.1 국내 전력계통 운영현황

2.1.1 전력계통 고유의 특징

전력계통의 구성은 원자력, 화력, 수력 등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계

통과 전력을 전송 및 및 제어하는 송배전선로, 변압기, 보호장치 등으로

구성된 송배전계통,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전등, 전동기 등의 부하계통으

로 구성된다[1].

전력계통은 저장이 불가능하고 소비가 일어나는 즉시 생산을 해주어야

하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특성으로 인하여 전력계통구성의 특수성이

출현하게 된다. 즉 작은 규모의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보다 대

규모의 시스템을 전력계통을 구성하였을 때,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전력

을 생산하기가 용이한 구조가 된다. 시스템의 대규모 연계 등을 통하여

수요변화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공급 신뢰도를 더욱 향상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전력의 소비와 생산의 동시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력회사들은 대규모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설비와 송배전계통을 대형화하고 각 발전기간을 송전계통을 통하여

연계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계통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

게 되었다. 즉, 시스템이 대규모화 되면서 전력소비자가 사용하는 유효전

력이외의 많은 무효전력도 수반하게 되며, 이 영역에 대하여도 공급자는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하는 구조로 되었다. 이러한 유․무효전력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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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장전류가 증가한다거나, 하나의 발전기나 송전선로가 고장이 주변

설비로 파급되는 고장 등 부가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1.2 국내전력계통의 현황

우리나라의 전기의 최초도입은 1887년에 고종이 경북궁 건천궁에 최초

의 백열등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하지만 그 당시 혹

은 그 이후 일제 강점기에도 전력계통을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면 구축된 전력계통은 1945년

해방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총발전량이 약200MW 수준이었으며, 그중 약

50~60%가 북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3].

이 당시의 전력계통은 최고전압이 154kV인 송전선로가 주간선으로하

여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1948년에 북한의 남한으로

의 송전을 중단함으로써 현재의 국내계통에는 제대로 된 전력계통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등을 거쳐 기존의 민간이 운영하던 전력회사 3

개를 통합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1961년이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전력계통 구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 유사한 전원개발5개년 계획이 4차에 걸쳐 수립․

시행되었다 [5].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0년대까

지 주간선으로 역할을 하던 154kV급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인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전압을 높이는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당시에는

Commonwealth라고 하는 미국의 업체가 승압전압을 어느 수준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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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였는데,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압인

345kV가 선정된 것은 아마도 컨설팀업체가 미국업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수 있다. 1976년 여수화력에서 신옥천변전소간을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가 최초로 가압되어 운전된 이래로 1980년대부터는 본격

적인 345kV 전압급이 국내 전력계통의 주간선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

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국내 전력계통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력수요증가가 이어지면서 다

시 한번 전압상승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외국사의 용역이 아닌

순수 국내기술로서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력연구원(KEPRI) 등의 자체

연구와 국내 제작사들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1998년에 당진화력과 신당진

변전소를 잇는 최초의 765kV 송전선로를 준공하여 운영하게 되었다.[7].

또한, 수도권의 전력공급은 국내전력계통운영의 가장 큰 난제였지만,

765kV급의 1회선당 7GW라는 대용량 송전으로 인하여 2회선 선로를 기

준으로 한 765kV 송전선로는 수도권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765kV 송전선로는 신가평변전소

와 신태백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를 2000년 7월 준공하여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으로 765kV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지역의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을 위해 1997년 육지(해남)과

제주를 해저케이블로 연결하는 #1 HVDC 운전을 시작하였고, 2014년에

는 육지(진도)와 서제주간을 연결하는 두 번째 육지-제주연결사업인 #2

HVDC가 본격적인 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1 HVDC와 #2 HVDC의 경우 제주지역의 비싼 발전단가를 대체할

목적으로 전류형 HVDC설치되어 운전중이다. 제주지역의 SMP(System

Marginal Price)와 육지의 SMP는 대략 50원/kWh 정도 차이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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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간 50% 부하로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 약1000억~1500억

원정도의 전력구입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 #2 HVDC

의 설치이유이기도 하다 [8-9].

최근 제주지역은 신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어

느 순간에는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발전의 출력을 제한하는 일

명 Curtailment를 시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현재는 육지와 제주

간의 양방향 전력전송방향 전환이 자유로운 전압형 변환설비를 적용한

육지-제주간 #3 HVDC가 계획되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다.

2.2 국내 전력계통 특징

국내전력계통은 상기 2.1.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1년이후 지속적

으로 확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송전전압의 상승(154kV → 345kV →

765kV)과 더불어 송변전설비의 지속적인 확충은 불가피한 계통운영상의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계통운영상의 어려움중 대표적인 것이 고장전류의 증가라 할

수 있다. 계통의 고장전류는 다음의 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임피

던스에 반비례하며,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 2-1

 

 
식 2-2

여기서, Is : 단락전류, E : 전압, Z : 임피던스[Ω]
In : 정격전류, En : 정격전압, %Z : 퍼센트 임피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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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3

  


× 


  식 2-4

식 2-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압을 승압(154kV → 345kV →

765kV)하는 경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전력전송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으나, 고장전류 또한 전압이 높아짐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

또한 계통이 보강되어 송전선로나 변전소 등이 설치가 되는 경우 모든

AC 계통은 전압원 계통으로서 전압을 일정하게 맞추어 주면 선로를 병

렬로 증설하기에 용이한 방식이다. 이렇게 전압원 계통으로서 계통확장

에는 간편하고 유리하지만 병렬로 계통이 늘어가면서 계통전체의 임피던

스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식 2-1-2, 식 2-1-3 및 식 2-1-4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임피던

스는 전압에 반비례하여 작아지며, 또한 고장전류는 %임피던스값에 반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즉, 계통의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고장

전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계통이 확장되면, 임피던스는 낮

아지고, 낮아진 임피던스는 고장전류의 증가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통이 확장되면서 고장전류가 증가하는 양상은 대전력 계통의

다중고장 해석(Multiple Fault Analysis in Large Systems)과 관련한 [10]

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IEEE-80 Bus Test system을 가지고 고장해석을 진행

하였는데, 5차에 걸친 계통확장을 고려하여 모선사고, 선로사고, 3상단락

사고 등의 사고를 모의하였으며, 고장전류 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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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확장은 (78모선/145선로) → (80모선/151선로) → (81모선/154

선로) → (84모선/167선로) 등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그

때 차단용량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차단용량을 제시하였다.

모선번호
계통확장계획

1차계획 2차계획 3차계획 4차계획 5차계획

75
76
77

265
334
329

446
396
393

515
405
396

556
480
428

859
530
434

78
79
80

-
-
-

331
260
358

331
260
453

342
264
475

379
336
632

81
82
83

-
-
-

-
-
-

299
191

-

299
292
191

540
362
309

[표 2-1] 계통확장에 따른 차단용량 증가표

위의 [표 2-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통이 확장된다는 것이

모선과 선로의 수가 증가하는 확장의 개념이므로 계통확장계획이 실행될

수록 차단용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계통확장은 전

압의 승압은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이때의 차단용량(혹은 고장전류)의 증

가는 계통의 병렬 확장에 따른 계통임피던스 저감에 따른 고장전류가 증

가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통이 확장됨에 따른 고장전류의 증가는 국내계통에서도 나

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신영균 등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5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국내 전력계통 중장기 고장전류 전망 및 분석」

논문에서 보면, 국내전력계통의 고장전류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

터 2019년까지 국내전력계통 계획 데이타를 이용하여 PSS/E 3상 고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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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계산을 시행하여, 전압별 고장전류(평균치) 증가추이를 보여주었다

[11].

[1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계통이 확장되면서 고장전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국내계통은 특히 주간선 계통인

345kV 계통의 고장전류 값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국내계통의 고장전류가 매우 큰 계통인 된 사유는 전력수요 증

가가 워낙 급격하였고 이러한 전력수요 증대에 발맞추어 계통을 확장․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의 사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

실은 국내계통이 전국이 단일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국이 크지만 하나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계통임피던스는

더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하여 계통의 고장전류는 크게 증

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국내 계통은 단일 계통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

지를 검토하여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대개 일정지역별로

계통을 분할하여 분할된 계통간에는 Tie-Line을 구축하여 평시에는 계통

을 분리하여 두었다가 위급시 계통을 연결하여 고장을 복구하는 형태가

많이 존재하나, 국내계통은 그런 것 없이 전국이 단일 계통으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간 연계를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의 논의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완전 독립

(Island)된 계통이다.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 대륙과도 연계할 수 없고, 바

다가 막혀 일본 등과 연계할 수 없어 그야말로 단일․단독 계통이 불가

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단일 계통을 구성한 사유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근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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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공급원인 발전소가 부족하여 수도권 이남에서 주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의 전력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현실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는 전국 전력수요

의 41%를 사용하지만 발전력은 전국의 29%만이 존재하며, 반대로 수도

권 이외 지역은 수요의 59%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발전력은 전국의 71%

가 비수도권에 있는 상황이 된다. 다음의 [그림 2-1]은 이러한 상황을 그

래픽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12].

수도권 지역
수요 41%/ 발전력 29%

비수도권 지역
수요 59%/ 발전력 71%

수도권 융통제약

[그림 2-1] 국내계통 전력공급 및 수요현황

이런 국내계통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

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수도권 이남지역에 발전단지 특히

대규모 발전단지에서의 공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이남지역의 대규모 발전단지는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전력전송을 위한 송

전선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발전단지로의 대규모 전력전송은 국내계통에서는 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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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전력전송량만큼 되는데 수도권

의 발전력과 전력수요간의 차이만큼을 전력수송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력과 전력수요의 차이로 인한 전력계

통 구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계통은 전국이 단일 계통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되었다.

이러한 국내계통의 특성으로 인한 전력계통의 운영상의 제약 또는 문

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게 된다.

첫째, 계통규모의 증대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고장전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이는 차단기의 고장전류차단이 불가능한 상황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장전류 차단기 정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국내계통에서는 345kV급 차단기의 고장전류 정격은 345kV가

도입된 1980년에는 고장전류 정격이 40kA 수준이었다. 이러한 고장전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는 신규로 설

치되는 차단기는 50kA로 높였으며, 기존 40kA 차단기도 50kA 차단기 용

량을 증대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는 63kA 차단기가 표

준이 되었으며, 기존 차단기 또한 63kA로 용량이 증대하고 있어, 지속적

으로 고장전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장거리 대전력 수송에 따른 일부 지역 전압 불안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수도권 이남의 발전력이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하여, 대

용량 전력이 전달되는 상황은 송전선로 고장시 계통전압의 저하로 인한 광

역정전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융통선로의 고장은 캐스케이딩

에 의한 광역정전(Blackout)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영향이 불가피하다.

셋째, 수도권 이남의 대규모 불가피하게 구성된 대규모 발전단지는 발

전단지 인출 송전선로에 전력전송량이 집중되면서 발전단지 인출송전선

로가 고장 발생시 단지내 전발전기로의 고장이 파급되며, 이는 과도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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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며, 이는 캐스케이딩에 의한 광역정전

(Blackout)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2.3 국내 전력계통운영상 특징

상기의 2.2절 국내전력계통의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계통의

특징에 따른 전력계통운영의 어려움, 특히 고장전류 증가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는 많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째, 계통분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장전류 저감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며, 일부 모선의 과도한 과부하 해소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동계 또는 하계 피크시 계통운영대책을 보면

345kV 계통의 경우 수도권은 신광명, 동서울변전소 등 수도권의 12개

변전소 및 발전소의 계통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개소는 모

선의 Section 차단기를 이용하여 계통을 분리 운전하고 있다. 또한 비수

도권 345kV의 경우는 총16개소의 계통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4kV급 계통의 경우는 총114개소의 계통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계통분리개소는 5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도권

의 전집중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설치된 많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고장전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3].

둘째, 송전제약을 시행하고 있다. 송전제약이란 송전선로의 운전용량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약을 건다는 의미이며, 이는 특정선로의 전력

전송량이 일정수준 이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송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계통전체의 전압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전력이 해당선로를 통하여 전송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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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하는 계통운영방식을 말한다. 실제 계통운영에서는 송전제약이 걸려

있는 선로에 제약이상의 전력전송량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이남의 발전

력은 줄이고, 수도권내에 있는 발전력의 출력상향을 통하여 제약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는 계통운영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14].

국내계통에서 송전제약이 적용되고 있는 구간은 총5개 구간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송전제약은 수도권 융통선로 송전제약이라 불리며, 이는

765kV 신서산-신안성 #1,2 T/L (Transmission Line, 송전선로)를 포함한

총6개 선로를 수도권 융통선로라고 부르고 있으며, 수도권 6개 융통선로

중 1개 루트(2회선) 정지시 전체 계통의 전압안정도 유지를 목적으로 한

다. 이 선로의 경우 융통전력 합계가 1,2000만kW이내에서 운전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송전제약의 예는 인천지역 융통전력 담당 2개 루트

과발전 제한을 위한 송전제약이 있으며, 서울 북부지역, 서서울지역 등

송전제약 중 4개소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 융통선로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이 송전제약의 경우도 대부분 수도

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발전제약이 전력계통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용

되고 있다. 발전제약은 송전제약과 유사하게 일정수준으로 발전기 출력

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송전제약과 다른 점은 송전제약이 특정 전

력전송량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발전제약의 경우 특

정조건에서 계통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발전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경우 (발전제약, CON, Constraint

-ON)과 일정발전력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발전제약(COFF,

Constraint-OFF)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계통에서는 오성C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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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발전기에 대하여 발전제약을 적용하여 송전선로 고장시의 전압안정

도 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넷째,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설치이다. 고장파급방지장치는 일명 SPS

(Special Protection System)이라 불리는데, 이는 특정조건(부하수준이나

고장상황 등)에서 특정선로에 대하여 차단하도록 하여 특정선로의 전압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SPS는 대개 약7~8개

소에 특정조건이 형성되면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2.4 국내 계통운영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

상기의 2.3절의 대책의 경우 2.2절에서 살펴본 국내계통의 특징(단일계

통으로 고장전류가 매우 큰 계통)으로 인하여 이를 계통운영상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자 한전 등 국내계통운영자가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다.

이런 방안들의 문제점은 대개 임시적인 방안이 대부분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계통이 확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이

러한 방안들의 효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높은 용량을 견딜

수 있는 전력설비들로 대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력설비의 신규대체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력회사 입

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왜냐하면 고장전

류가 증가하면서 설비의 단가가 단순히 고장전류가 커지는 것에 비례하

지 않기 때문이다. 345kV 차단기를 예로 들면 고장전류 40kA에서 50kA

로 정격을 상향하였을 때, 차단기 단가는 40kA급 대비 약 2배정도 상승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0kA 차단기를 신규로 63kA로 확장하였을

때, 차단기 대당 단가는 50kA급 대비 3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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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하였다.

현재는 345kV급 차단기를 63kA 수준에서 관리 할 수 있다치더라도

다음 정격의 경우 IEC R-10 Series로 검토해보면, 80kA가 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는데, 이정도의 수준이라면, 차단기 단가 상승이외에도 이러한

차단기를 과연 개발할 수 있는지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어떠한 전력계통에서도 발전소 등 특수한 개소를

제외하고 일반 송전전력계통에서 80kA급 차단기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

가 없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국내계통의 고장전류는 어느 한계에 도달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계통과 같이 계통의 고장전류가 커지는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며, 그 대표적

인 근본해결방안으로서 「계통분할」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의견

과 연구논문 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계통운영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계통분할 방안에 대하여 적용타당성과 그 방법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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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통분할 방안별 특징

3.1 계통분할 방안관련 선행 연구 동향

계통을 분할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물리

적인 계통분할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은 물리적으로 계통을 분할하는

방안으로서 일본과 같이 전국을 9개의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발전력과 수요지를 별도로 운영하

고 지역간에는 송전선로를 통하여 연결하기는 하나, 평상시에는 차단기

를 개방하여 둠으로써 물리적으로 지역간 전력계통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계통에서 고장전류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선이나 선로를 분리

하는 방안 또한 물리적인 계통분할이라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안의

경우 지역간의 계통분할이라고 보기 보다는 지역내 특정선로의 분할로서

지역간 전력계통의 분할 방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역간 전력계통분할로 볼 수 있는 종류로서 논문 등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방안은 우선 지역별로 재생에너지원을 별도로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경우 이러한 방안의 경우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혹

은 LNG 등의 발전원을 둠으로서 인근지역 계통의 고장에 무관하게 해

당지역 계통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종의 계통분할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계통분할 방식중에 최근의 연구동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

는 방안은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HVDC의 경우 무효전력을 전송하지 아니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HVDC

를 설치한 계통간에는 송전선로간 추가로 설치되어 계통이 확장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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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계통임피던스가 낮아지지 않으므로 고장전류가 증가하지 않는 장

정이 있다.

이러한 사유로 HVDC중에서도 BTB (Back-To-Back) HVDC를 이용하여

계통을 분할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문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

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계통분할은 제외하

고, 지역별재생에너지를 구축을 통한 계통분할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여

기서는 국내 계통의 지역분할방안을 참조하고자한다. 또한 계통분할 방

안으로서 BTB HVDC 적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리뷰를 통하여 최적의 계

통분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재생에너지 지역별 분산배치를 통한 계통분할

2030년 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국

내의 전력계통을 보면 대부분은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에는 없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부분 설치된다.

하지만 전력계통운영측면에서 볼 때, 예비력으로서 가스터빈 등이 훨

씬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정부정책이나 전력계통운영방향

등을 볼 때, 가스터빈 등의 LNG 발전 등이 예비력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으며, 이럴 경우 실제 고장 발생으로 예비력이 필요한 순간

에 적절한 예비력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15]에서는 지역별로 적절한 예비력을 확보하

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러려면 지역을 어떻게 분할하고 해당

지역별로 적절한 수준의 예비력의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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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3-1] 전압제어지역 검토 통한 19개 지역구분 [15]

이러한 19개 지역 전압제어지역을 대상으로 CDF (Congestion

Distribution Factor)를 이용하여 군집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수준에 따

라 3개의 지역으로 최종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CDF는

송전제약 선로(융통선로)의 조류변화시 다른 모선의 출력변화 정도를 수

치화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류변화에 따른 공급지장

발생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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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DF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3개 지역구분 [15]

3.3 BTB HVDC를 이용한 계통분할 방안

BTB HVDC를 이용한 계통분할 방안은 전력거래소의 연구과제로서

[16]에서 장기 수도권 최적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6]에서는 계통의 물리적 분할하는 개소를 제시하였으며, BTB HVDC

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는 F-V 해석 (Flow Voltage

analysis)를 적용하였다. F-V해석은 특정선로에 대하여 부하를 변동하는 경

우, 특히 수도권 융통선로에 N-1 Contingency (345kV 2회선, 765kV 1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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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즉, 345kV 2회선 송전선로 또는 765kV 1회선 송전선로가 탈락하

는 조건에서 전압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계통을 분할하는 방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선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BTB HVDC를 적용하였을 때, 수도권 6개 융통선로의 전압

안정도 유지여부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계통의 물리적 분

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개소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전력

계통에서 단기적으로는 345kV 인천T/P-가정 송전선로와 345kV 곤지암-

신경기 송전선로를 분리하는 것이 전압안정도 측면에 효과가 있음을 증

명하였고, 장기적으로는 345kV 신파주-신김포 송전선로, 345kV 서서울-

신성남 송전선로, 그리고 345kV 신의정부-미금 송전선로를 계통을 분리

하여 분할하는 것이 계통의 전압안정도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HVDC를 적용하였을 경우 가장 효과가 있는 송전선로는 345kV

신파주-신김포 송전선로라고 제시하였다.

3.4 선행연구과제 리뷰를 통한 연구방향 설정

상기의 3.2절, 3.3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과제중 계통분할

관련 연구과제를 보았을 때 아쉬운 점과 보완해야할 내용을 검토하여 연

구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과제중 [15]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지역별로 분할된 예비력을

확보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혹은 물리적인 계통분할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웠으며, 따라서 계통분할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

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15]에서는전압제어지역(Voltage Control Area)와 CDF(Co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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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Factor)를 이용하여 지역을 19개에서 최종 3개로 구분한 것은

국내계통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 본 논문에서는 지역구분을 위

하여 별도의 검토를 하기 보다는 해당 논문의 3개 지역으로의 구분 방식

을 최대한 인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다.

한편 [16]에서 제시한 BTB HVDC와 물리적 계통분할 방안을 통하여 계

통분리내지는 계통분할 방안의 경우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계통

을 분할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전력계통 지역분할이 아니라 필요한 일부

개소만 분할함으로써 계통분할로 보기엔 한계가 있는 점이 아쉬웠다.

다만, HVDC 특히 BTB HVDC를 적용하여 계통을 분할하는 방안의

경우 HVDC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조류의 흐름을 제어해주면서 고

장전류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내계통에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

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국내계통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력

의 차이로 인하여 하나의 커다란 계통이 불가피하므로 계통을 물리적으

로 분리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규모 수도권 이남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전

송이라는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HVDC를 적용할

경우 정상 전력전송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게 되나, 다른 한편으로 하

나의 커다란 계통을 구성하면서 발생하는 고장전류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므로 우

리나라 계통에 HVDC를 적용할 경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

한다.

따라서 상기의 논문들의 주요항목들은 인용하고 아쉬운 내용들에 대

하여는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여 적용하는

방향을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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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분할 관련하여 제 3.2절과 3.3절에서 적용하는 방식에서 공통

점은 모두 수도권의 6개 융통선로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점이라 생각한다. 즉 [15]에서는 3개의 지역으로 분할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계통을 구분하는 것은 6개의 융통선로를 구분

기점으로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16]에서는 전압안정도를 검

토할 때 또한 수도권 6개 융통선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점 또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기 [15], [16]에서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6개 융통선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한편으로 본 논문에

서 특히 검토할 내용을 6개의 융통선로에 대하여 기존의 AC 선로를

HVDC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3-2] 3개 지역구분 [15] [그림 3-3] 국내전력계통개념도

수도권 6개 융통선로를 AC선로를 그대로 두고 HVDC로 적용 할 경

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계통에서 선로를 통한 국내계통에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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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발전의 수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며, 한편으로

HVDC를 통한 임피던스 저감의 영향은 없으므로 오히려 고장전류를 줄

일 수 있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HVDC 적용시 세부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어

서 AC 선로를 HVDC 적용하였을 경우 계통분할 효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분할의 정도를 분석하는 흐름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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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계통분할방안으로서 HVDC의 특징

4.1 HVDC의 역사

HVDC는 High Voltage Direct Current를 약자로 하며, 우리말로 초고

압 직류송전이라 칭하며, 일반적으로 직류송전이라 부르고 있다. 직류

(DC)에 최초의 상업적으로 전기를 활용하던 1880년대에 에디슨에 의하

여 주로 사업화되고 널리 보급되었다.

초기에 직류는 에디슨이라는 걸출한 사업가에 의한 활발하게 보급이

되었다. 에디슨은 1000여건이 넘는 발명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명가보다는 사업수완이 뛰어난 사업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초기의 활발하게 보급되었던 직류(DC)가 난관에 부딪친 것은

직류는 전압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한 것이었다.

직류(DC)가 전압을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수요지까지 전력을 수송하게 되면 전류 값의 제곱에 비례하

는 손실로 인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지어야했으나, 당시에는 대부분 대형발전기는 수력발전

기였는데, 이는 발전소 근처에 수요지가 있기는 힘든 상황일 수 밖에 없

었다.

한편 직류(DC)의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Alternative)으

로 등장한 것이 교류(AC, Alternating Current)가 등장하게 되었다. 교류

는 변압기(Power Transformer)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전압을 바꿀 수

있으므로 장거리 전력전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굳이 수요

지 근처에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커다란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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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류라는 개념은 전기가 사업화되는 초기에도 존재했지만, 쉽게

보급되지 못했던 이유는 교류(AC)로는 ‘쓸 만한 전동기’가 없었기 때문이

었다. 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이 가정의 백열전구라고 할 수 있지

만,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하는 전동기(Motor)이다. 현재도

전체 부하중 60%이상이 전동기(Motor)부하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기가 사업화되는 초기에는 직류전동기의 경우 브러시나 정류

자 등의 구조가 복잡하지만 기동하기가 쉽고 비교적 제어하기도 큰 어려

움이 없는 반면, 초기의 교류 모터의 경우는 고정자 주파수 (예를 들어

60Hz라면 1초에 60번 회전)에 맞추어 회전자가 일정속도로 돌도록 하여

야만, 그제서야 기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기술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

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즉 직류모터는 전기만 가압하면 바로 모터가 회

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교류 모터는 기동자체부터 가능한 조건

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쓸 만한 모터’의 필요성에 해결책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이다. 테슬라는 유도기전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동하는 유도전동기(Induction Motor)를 최초 발명하였다. 유

도전동기는 전기자의 회전자계가 회전을 하면 단락환에 발생하는 자속이

처음에 작으나 점점 커지면서 회전자계와 일정한 편차(Slip)을 두고 회전

자가 회전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유도전동기가 각광을 받은 이유는

기동하기가 쉽고 주파수가 달라도 회전속도가 차이가 있을 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 그야말로 마구 굴리면서 쓸 수 있는 ‘쓸 만한

전동기’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 테슬라라 할 수 있다.

사실 테슬라는 에디슨과의 전류전쟁(Current War) 때문에 DC를 대표

하는 에디슨과 상대되는 AC 진영의 대표로 되어 있지만, 테슬라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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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를 발명한 것은 아니다. 테슬라 교류(AC)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유도전동기를 발명하여, 교류 보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결

정적인 계기(발명)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테슬라는 에디슨과의 전류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현재에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시스템과 변전 그리

고 배전시스템을 통하여 수요지까지 공급하는 전체 전력시스템의 개념을

최초 설계하고 실현한 사람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교류(DC)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은 전류전쟁은 상황

의 반전을 맞이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는 교류(AC)가 결정적으로 약점

이 있는 부분에서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거리 송전선로 특히, 장거리

해저케이블 영역이었다.

해저케이블 특히 장거리 해저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의 구조적으로 도체

와 절연ㅊ로 구성되며 표면의 외장재 바로 안쪽에 이른 바 시스(Sheath)

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 구조는 도체와 시스간의 Capacitance를 형

성하게 되며, 이 값은 송전선로가 길어지면 선로의 Capacitance 값이 매

우 커지게 된다.

교류의 경우 국가별 유렵지역의 경우 50Hz 혹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Hz를 가지고 있다. 1초에 100번 (50Hz) 혹은 120번

(60Hz)의 극성반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주파수에 따른 전압이나

전류 값의 변동은 Capacitive Reactance로 작용한다.

 


식 4-1

케이블에 있어서 Capacitive Reactance는 교류전력이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될 때, 에너지 저장소자로서 전력에너지의 저장(충전)과 저장된 에너

지의 방출(방전)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은 주파수값에 정확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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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게 된다. 이러한 케이블이 구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Capacitance 성분에 발생하는 전력에너지의 저장과 방출의 메카니즘은

교류를 이용하여 장거리 해저케이블로 전력전송을 시도하는 전기사업자

의 입장에서는 손실로 인식이 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육지의 전력을 해저로 100km정도 떨어진 제주

로 보내기 위하여 해저케이블을 설치한 경우, 교류(AC)를 이용하여 전력

을 전송할 경우, 이 정도의 거리의 경우 거의 대부분 케이블의 충전전류

로 소비되고 제주측으로 전송되는 전력은 거의 없게 된다. 이를 교류의

케이블 전력전송 한계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압급인

154kV는 대략 50km 그리고 345kV급은 대략 20km 수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해저케이블이 장거리가 소요되는 구간에 교류(AC)대신 직류

(DC)가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직류(DC)의 주파수가 「0」이므로

리액턴스라는 개념이 없게 된다. 식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케이블에

형성된 Capacitive Reactance의 경우 주파수가 「0」인 경우 무한대(∞)

가 되므로, 그 방향으로 전력이 흐를 수 없게 되고, 이는 손실이 전혀 없

는 선로라 하여도 무방하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전력케이블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가공송

전선로의 경우도 선로길이가 장거리가 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교류로 송

전할 경우 장거리가 되면 (대략 100km 이상인 경우), 선로의 Capacitive

또는 Inductive Reactance를 고려하여 중간에 선로를 끊어주는 개폐소

(Switchyard) 또는 변전소(Substation) 설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교류의 경우의 장거리가 되면 선로의 리액턴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

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대안으로서 직류가 고려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지역은 대용량 전력전송을 위하여 고전압이 필요하므로 초고압직류송전



- 32 -

(High Voltage Direct Current)가 교류의 또 다른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

는 수단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직류 적용의 필요성은 전기사업의 초기부터 제기되었으나, 직

류의 가장 큰 난점은 전압을 쉽게 변동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교류

의 경우 변압기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Simple)한 장치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전압을 바꿀 수 있었으나, 직류(DC)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

한 전압변환장치가 나온 것은 1954년에 ABB에서 스웨덴 본섬과

Gotland 섬을 연결하는 첫 번째 상업운전을 개시하면서부터이다.

HVDC 첫 번째 상업 프로젝트의 경우 전력변환장치로서 수은정류기

밸브(Mercury Arc Valve)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진공관을 이용한 제어

등에 어려움을 겪어 확대적용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HVDC가 결

정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밸브의 등장

으로 볼 수 있다. Thyristor라 불리는 전력전자소자를 이용한 DC 변환기

술은 1972년에 Eel River에 80kV 350MW 규모로 건설된 이래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약 170여개 HVDC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운전 중에 있다.

상기의 Thyristor를 이용한 전력변환기술은 기본적으로 변환설비가 ‘전

류원(Current Source)’으로 작동하므로 ‘전류형 HVDC’로 불리며, HVDC

대폭 확대적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력변환과정에서

많은 무효전력을 소비하여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전력전송의 방향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IGBT (Integr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라는 전력전자소자를 이용한 전압형 HVDC (Voltage Source Converter)

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전압형 HVDC는 변환과정에서 다량의 무효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조파 발생이 최소화되어 별도의 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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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치 않으며, 전류의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다

만, 현재까지는 단가가 비싼 관계로 확대에 한계가 있지만, 소자기술의

발달로 경제성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미래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압형 HVDC와 전류형 HVDC의 구분없이, 두 형태의

HVDC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고유의 특징만을 이용하므로 전류형

HVDC와 전압형HVDC를 구분하지는 않으나, 다만, Black Start와 같이

광역정전(Blackout)이후의 시송전 등에서는 전압형 HVDC의 장점이 있

으므로 해당영역에서 전압형 HVDC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진행

하고자 한다.

4.2 HVDC의 특징

HVDC는 교류(AC)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징은 있으며, 그 중 대표적

인 특징은 4.1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파수가 Zero임에 따른 특징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그 이외의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의 교류(AC)와 비교되는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17-18].

첫째, 직류송전의 경우 선로전압이 동일 실효치의 교류전압 최대치의

≒배라는 사실이다. 이는 모든 전기기기의 절연은 최대값

(Peak Value)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변환기기 등 절연설

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 변환설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

나 현수애자의 크기나 수량 및 전선소요량 등에서 교류에 비하여 절연설

계의 마진이 충분해지며, 철탑의 높이 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송전효율이 교류(AC)에 비하여 우수하다. 교류의 경우 동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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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급일 때 피크치가 높으므로 코로나 등의 손실과 더불어 충전전류 등에

의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무효전력전송이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일종의 손실로도 볼 수 있으나, DC(직류)의 경우 주파수가 「0」인 특성

으로 인하여 무효전력의 개념이 없으며, 오로지 유효전력만을 전송하므

로 교류에 비하여 전력전송에 있어서 효율성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는 손실로 나타나며 특히 송전선로 거리가 장거리가 될 경우 이 값

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거리 송전선로가 되었을 때, 직류가

교류에 비하여 유리한 장점은 두 방식간의 경제성을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교류와 직류간의 경제성을 비교할 경우, 일반적으로 송전거리가 짧은

경우는 변환설비의 비용 비교적 고가인 관계로 인하여 직류(DC)가 불리

한 것이 사실이지만, 송전거리가 장거리가 되면 교류의 경우 충전전류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중간중간에 개폐소나 변전소를 설치해야하므로 경

제성 측면에서 점점 더 불리해진다. 아래의 [그림 4-1]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Break-even Point가 발생하는데, 가공송전선로의 경우 500～700km

수준이고, 지중케이블의 경우 5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또

한 전력전자소자의 발달과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Break-even이 되는 송전

거리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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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AC /DC간 거리에 따른 경제성 비교 [19]

셋째, 교류(AC)로 구성된 계통에서 직류(DC)를 중간에 삽입하는 방식

으로 설치할 경우 양쪽 교류(AC) 계통을 설로 분리(분할)하는 효과가 있

다. 이러한 장점이 본 논문에서 HVDC의 가장 큰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20].

교류계통에서 송전선로는 대부분은 인덕턴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송전선로에서 1선 지락(地絡), 3상 단락(短絡)등의 고장이 발생하면, 회로

에서 부하 임피던스는 사라지고 오직 선로의 임피던스만 남는 상황이 된

다. 교류(AC) 계통의 경우 전압원 계통이고, 남은 선로의 임피던스는 대

부분이 Inductive Reactance이므로 고장전류가 매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Inductive 성분으로 인하여 고장전류는 대부분 무효전력임

을 알 수 있다.

직류(DC)는 주파수가 「0」으로서 Capacitive 또는 Inductive

Reactance 성분이 전혀 없고, 오로지 저항성분에 의한 유효전력만을 전

송하게 된다. 따라서 무효전력 성분은 전력전송을 하지 않게 된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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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만약 AC로 구성된 a-계통과 b-계통 사이에 HVDC를 이용하여

계통을 연결할 경우 a-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b-계통에는 아무런

고장전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내지는 효과를 계통분

할효과라 칭하고 있다.

물론 상기의 계통분할 효과는 선로를 물리적으로 끊어 놓아도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HVDC를 이용하여 계통을 분할 경우에는 고장상황이 아

닌 평상시의 전력전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전송을 하며, 고장 등 특

별한 경우에만 고장전류를 제한하는 계통분할 효과가 있으므로 전력계통

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HVDC 적용시 무효전력을 전송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하여 계

통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교류(AC) 계통의 고장전류를 저감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원래 교류(AC) 계통에서 선로의 증설은 병렬로 선

로가 증설이 되므로, 선로가 하나 추가되면 계통 임피던스가 낮아지고

이로 인하여 고장전류의 크기 또한 많은 선로가 연결되면 될수록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HVDC를 이용하여 연결하면, 고장전류 측면에서

는 기존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던 AC 선로를 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존 AC 계통의 고장전류를 저감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HVDC는 상기의 언급과 같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 또한 가

지고 있는 설비이다. 단점으로 언급되는 사항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첫째,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에는 전압

의 어느 시점에 점호(Firing)하여 전력전자소자(Thyristor 등)를 Turn-On

하고 어느 순간에 Turn-Off하는가를 가지고 점호위상을 조정하여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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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로 혹은 반대로 변환한다. 그런데 이때 전압의 AC 계통의 전압을

그대로 이용하지만, 전류는 해당 상이 Turn On하기 전까지 Off 상태에

서 Turn On 하는 순간에 On이 되므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며, 전류의 파형 또한 구형파(矩形波)의 형태가 나타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나는 부분은 대규모의 무효전력을 소

모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 무효전력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전류형

HVDC에서 무효전력을 유효전력의 50～60% 수준의 무효전력 발생이 불

가피하여, 무효전력 보상설비의 기자재 단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설

치면적에 있어서 HVDC 설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또 다른 특징인 구형파(矩形波)의 발생은 많은 양의 기수 고조파

(Harmonics)를 함유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Filter 설치가 불가피하다.

HVDC 설계에서는 상기의 무효전력보상과 고조파 Filtering을 모두 저항

(R), Inductance (L) 및 Capacitance (C)의 직병렬 구조로 된 Passive

Filter를 이용하며, 필터의 첫 단자는 Capacitor를 설치하여 기본파에 대

한 무효전력 공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필터를 구성하게 된다.

둘째, DC 차단기를 제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계통의 확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교류 차단기의 경우 교류는 전류

영점(電流零點)이 발생하고, 이 순간에 차단이 가능하지만, 직류는 전류

영점이 없으므로 전류차단이 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직류 차단기의 부재(不在)는 직류 송전계통 구성에 있어서 현

재와 같은 Two-terminal 계통구성에서 중간에 송전선로를 분기하여 확

장하는 방식이 어렵게 만든다. 2단자 (Two-terminal) 계통의 경우 양 단

자간의 전력전자소자를 이용한 점호각 제어를 통하여 고장 발생시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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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치가 가능하여 굳이 직류 차단기가 없어도 보호를 할 수 있지

만, 2단자 이상의 다단자(Multi-terminal) 계통구성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사례가 드문 것이 그러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즉, 다단자망 구성 등 계통

확장이 어려운 것은 HVDC의 단점이다.

셋째,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변환설비의 경우 가격이 매우 고가이며

부지소요면적 또한 매우 크므로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HVDC를 운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교류의 경우 CT, PT 등 보호를 위

한 기본적인 설비 들을 변압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

하게 측정을 하지만, DC의 경우 그러한 변압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

므로 보호설비를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VDC는 많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VDC의 여러 가지 특징중에서도 장점으로

언급한 계통분할 효과에 집중하여, 계통에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

고자 한다. 즉, HVDC 연결시 평시 전력계통운영시는 계통연계 효과를

가지나, 고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통분할이라는 이중적인 특징을 활

용하여 고장전류의 전파를 차단하는 계통분할 효과와 계통전체의 고장전

류 저감하는 측면에 집중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4.3 HVDC 세부 적용방안

기존의 교류(AC) 계통에 HVDC를 적용하여 계통을 분할하고 고장전

류를 저감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 세부적용방안에 대하

여 검토하고 본 논문에서는 그 방식 중 국내계통 현황에 가장 적합한 방

식에 집중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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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HVDC 적용하는 방식은 BTB (Back-To-Back) HVDC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Station내에 두 개의 컨버터간 등을 맞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Back-to-Back HVDC로 불린다. 이러

한 방식은 대개 모선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쪽 AC 계통을

HVDC를 이용하여 계통을 분할하고, 유효전력 조류의 방향과 양을 조정

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 [19].

Back-to-Back HVDC를 적용하는 방식의 경우 Station 1개소만을 필요

로 하는 장점이 있으며, AC 계통을 분할하는 효과는 있지만, 조류제어의

역할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대개는 차단용량이 거의 한계치에 다다

른 지역에 BTB HVDC를 설치하여 고장전류를 저감하는 목적이 있는 개

소에 주로 적용된다.

둘째의 HVDC 적용방식은 PTP HVDC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PTP는

Point-To-Point의 준말로서 각각의 양쪽 Station에 Converter를 설치하여

AC를 DC로 혹은 DC를 AC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하며, 중간에 선로

를 HVDC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PTP HVDC의 경우는 HVDC가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이며, 장거리 지역간 계통연계나 섬과 육지간의 장거리 해저케이블 등이

적용된 것이 이러한 PTP HVDC라 할 수 있다.

셋째의 HVDC 세부적용방식은 기존 운영중인 교류(AC)선로를 HVDC

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즉 철탑이나 선로 등은 그대로 두면서 변압기나

차단기 등으로 구성된 교류(AC)설비를 Valve나 C.Tr (Converter

Transformer) 등 직류(DC)설비로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실제로 AC선로를 통하여 계통을 구성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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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DC로의 전환 한 경우가 되므로, HVDC 적용을 통한 고장전류

의 저감이나 계통분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력설비중에서 철탑 등의 신규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HVDC로 전환적용했을 때 효과적인 지역간을 연계하는 대규모 용량의

전력설비 등은 특히나 신규 건설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AC 송전선로는 그대로 두고 기존의 AC 선로의 철탑

이나 애자 등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변환설비만을 DC로 변환 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 없이 설비를 건설할 수 있으며, 계통분할 효과로 인한 고

장전류 저감 효과 등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VDC 적용의 세부방안으로서 기존 철탑이나

선로는 그대로 두고 HVDC 변환설비만을 설치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계

통분할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4.4.절에서는 세부 방안중 기존 선로를 그대로 활용하여 HVDC

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국내계통을 대상으로 적용할 경

우를 가정하여 가공선로에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아울러 국내적용시

기존 AC선로중 HVDC 선로로 적용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개소를 선정하고자 한다.

4.4 기존 AC 선로 HVDC 전환 방안

기존의 교류(AC)로 운전되고 있는 선로를 직류(DC)로 전환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AC선로가 2회선

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2회선중 1회선을 HVDC로 운전하는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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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AC 선로를 DC로 변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인용․검증하도록

한다[21-22].

동일한 송전선로를 이용하면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였을 경

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전력전송량(Power Transmission

Capacity)을 열적한계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교류에서는 전압안정

도나 位相각 안정도 등을 고려하므로 열적한계(Thermal limit) 보다 훨씬

작은 영역에서 운전이 불가피한 반면, 직류의 경우 선로의 임피던스가

Inductance(L)나 Capacitance(C)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저항만 존재하

므로 안정도 한계는 없고 오직 열적한계만 존재하므로 전력전송량이 대

폭 증가한다.

이외에도 송전손실이 적다는 점과 전력량, 전압 전류 등의 제어가 훨

씬 용이한 제어가능성(Controllability)이 뛰어나므로, 최근의 많이 건설되

고 있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AC 선로의 경우 1회선을 구성하는데 3상으로 구성하여 많은 부

지면적이 필요로 하나, DC는 AC 1회선과 같은 규모인 Monopole 구성

시는 전력선 1가닥과 귀로선 1가닥만 필요로 하며, AC의 2회선 규모인

Bipole의 경우도 전력선 2가닥과 귀로선은 1가닥만 설치하거나, 대지귀

로나 해수귀로를 채택할 경우 별도의 귀로선 없이 전력선 2가닥만으로 2

회선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C 1회선 대비 DC 1회선은 열적한계까지

전력전송을 할 수 있으므로, 동일선로를 이용하여 대략 2배정도 전력전

송량을 가질 수 있는데, 회선수 또한 2배 내지는 3배까지 회선수를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전력전송을 하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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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로에서 AC를 DC 전환시는 전력전송 가능량(Potential)은 4배에서 6

배까지도 증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기존 AC 선로를 그대로 두고 DC로 전환 적용하는데는 이외에도 다양

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로 한다.

우선 전력전송량을 결정할 때, 상기에서 DC는 열적한계(Thermal

limit)까지 운전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 가공송전선로는 AC의 경우는

송전선로가 열적한계까지 운전할 일이 없으나, DC가 열적한계까지 운전

한다는 것은 선로가 전력전송량이 증가하여 한계에 도달할 경우 전선이

쳐짐(Sag)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일정수준까지 선로의 소성이 있어서

전선의 온도가 내려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전선의 온도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전선이 영구변형이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구변형이

오게 되면 지상(地上)과 절연이격거리가 충분히 유지되지 못하여 지락고

장(地絡故障)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열적한계 문제에 대응을 위하여는 DC 전환 전압을 높이는 것

이 동일한 전력전송량이더라도 전류 값을 줄여 전선의 온도상승을 억제

하는 방안이지만, DC 전압을 높일 경우는 절연과 관련하여 문제발생소

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간의 Trade-Off가 필요하다.

DC 전압을 검토할 때 DC전압의 절연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

은 애자와 관련한 부분이다. 애자(Insulator)는 국내 AC 계통에는 대부분

자기애자 (Porcelain Insulator)가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에 견딜 수

있는 정도는 염분부착밀도(SDD, Salt Deposit Density)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애자에 염분부착밀도가 높으면, Flashover 전압이 애자에 인가되

었을 때 견딜 수 있는 전압 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자기애자라 할지라도 AC 전압과 DC 전압에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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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자기애자의 경우 AC 전압에는 비교적 절연

성능을 장 유지하지만, DC 전압의 경우 극성이 바뀌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염분이 애자에 고착되어 염분부착밀도가 증가하고 절연성능이 떨

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이러한 자기애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하나는 자기애자가 아닌 폴리머애자를 적용하는 것이다. 해외의 DC

가공선로에는 이러한 사유로 내오염성능이 뛰어난 폴리머 애자를 적용하

는 경우가 많다. 또 한가지 방법은 자기애자를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하

여 DC 전압을 일정수준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염분부착밀도 증가

등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DC 전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DC 전압에 따른 코로나(Corona) 방전 문제라던가, 혹은 가

청소음(Audible Noise)문제, 전계(Electric Fields) 등을 고려하여 DC 전

압 및 전력전송량을 결정한다.

독일의 경우, Ultranet Project로 알려진 기존 AC 송전선로가 구성된

기존선로를 절반 1회선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절반 3가닥의 선로를

HVDC Bipole(2회선)로 구성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24].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25]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전압으로 ±450kV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실제의 프로젝트는 AC 전압과 동일한

DC ±380kV Bipole로 선로를 구성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AC

380kV 3상 1회선과, DC ±380kV Bipole(2회선) 등 총 3회선이 하나의 철

탑에서 동시에 운전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주로 기존 AC 선로를 그대로 두고 DC 선

로로 전환했을 경우의 계통분할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므로, 본 논문

에서 기존 국내계통에 대하여 검토할 때, AC선로를 DC로 전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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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압과 용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하여 검토를 진행 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본 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실제 AC선로를 DC로 전환할

경우 적용가능한 전압이나 전력전송량은 AC로 적용했을 경우보다 전력

전송량이 최소 2배 이상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본 논문에

서는 특정선로를 AC에서 DC로 전환할 경우 특별한 별도 없이 동일전압,

동일용량의 DC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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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통분할효과의 지수화

5.1 AC/DC간 상호작용 지수 검토

상기의 3장과 4장에서는 교류(AC) 계통에 직류(DC)를 적용할 경우,

특히 그 방식중에서 기존 AC선로를 HVDC로 전환하였을 경우, 고장전

류 저감이나 전압변동 저감 등과 같은 ‘계통분할’의 효과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그렇다면 교류(AC) 선로를 직류(DC)로 변경할 경우, 각 전

환선로별 어느 정도의 계통분할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분석하고

자 한다. AC선로를 DC선로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선로 계통구성

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혹은 해당선로가 전압이나 용량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두 계통간의 상호영향(Interaction)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영향의 크고 작음의 정도를 계량하여 그 값을 나타내고 그

값을 표준이 되는 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수화(Index)하는 것이 이번

장에서 하고자 하는 바이다.

기존 AC계통에 HVDC가 적용되는 경우 분할된 혹은 분할되기 전의

양 계통 혹은 양 모선간의 상호영향(Interaction)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개 AC계통에 성격이 다른

HVDC가 설치되면서 나타나는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제시된 지수(Index)

들이다.

이러한 AC/DC간 상호영향을 나타내는 지수중 대표적인 것은 SCR

(Short Circuit Ratio), MIIF (Multi Infeed Interaction Factor), CFII



- 46 -

(Commutation Failure Immunity Factor)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절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지표들을

계통분할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5.2 AC/DC간 상호작용 지수별 특징

5.2.1 SCR (Short Circuit Ratio)

SCR은 Short Circuit Ratio의 준말로 흔히 우리말로는 단락비로 불리

고 있다. SCR을 정의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수 있는데, HVDC가

접속되는 AC 모선의 단락용량(Short Circuoit Capacity, MVA)를 접속되

는 HVDC 선로의 정격용량으로 나누어진 값을 의미한다 [26-27].




식 5-1

SCR (Short Circuit Ratio)는 단락용량에 대한 DC용량의 비(比, Ratio)

라고 표현하지만, 그 물리적인 의미는 HVDC가 연결되는 AC 계통의

연결지점(BUS)에 단락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송전가능한 DC

송전전력의 양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SCR값이 작다는 의미는 연결되는 HVDC의 용량과 비교하여 AC 계통

의 단락용량이 작다는 의미이다. 단락용량이 작다는 의미는 계통임피던

스가 크다는 의미가 되며, 임피던스가 크다는 의미는 HVDC 전력을 송

전할 때, 고조파(Harmonics)나 과도과전압(TOV, Transient OverVolatage)

등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SCR값이 작아서 계통 임피던스가 크게 되면 연결되는

HVDC의 전력전송량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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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HVDC와 시스템 강건도와 관계를 제시한 것은 [26]에서이다.

[26]에서는 SCR값에 따라서 강한계통과 약한 계통을 구분하여 제시하였

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Strong (High SCR System) SCR > 3

- Weak (Low SCR System) 3 > SCR > 2

- Very weak (Very Low SCR System) SCR < 2

✳ Critical SCR은 대략적으로 ‘2’ 정도임

여기서 SCR (Short Circuit Ratio)가 3이상인 계통은 강한(Strong) 계통

으로 분류하며, SCR이 2보다 작은 계통은 매우 약한(Very weak) 계통으

로 분류한다. 따라서 SCR을 계통의 강건도 (System Strength)를 나타낸

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림 5-1] SCR과 MAP 상관관계

상기의 [그림 5-1]은 SCR (Short Circuit Ratio)와 MAP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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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Power)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최대전력전송

(MAP, Maximum Available Power)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상기의 [그림 5-1]에서 SCR이 3.0인 곡선의 경우 MAP-1의 경우 DC

전류가 1.0 p.u. 이상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즉, DC 전류증가에 따른

MPC (Maximum Power Curve)의 DC 정격 Power (1.0 p.u.)이 MAP 지

점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P-V 곡선을 통하여 전압안정도를 검토할 때, 안정영역과 불안

정영역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즉, MAP 지점이 DC Power의

1.0 p.u.를 초과하는 지점에 있을 경우 P-V곡선의 전압안정도에서 안정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SCR값이 3.0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SCR이 3.0이라는 것은 HVDC가 AC 계통에 접속 될 때, AC 계통의 단

락용량이 충분히 크면 전압안정도 측면에서 안정영역에 들어가게 되므

로, HVDC가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계통의

강건도(System Strength)가 강한(Strong) 계통이라는 의미와도 연결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26]에서 제시하고 있는 Critical SCR의 의미 또한 알

수 있다. Critical SCR은 SCR값이 「2」인 계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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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ritical SCR 2인 경우 [26]

[그림 5-1]에도 나오지만 [그림 5-2]에 나와 있는 그림은 SCR이 2.0인

경우의 Power나 전압 곡선 뿐 아니라, MAP (Maximum Available

Power)와의 관계를 통하여 Critical SCR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Critical SCR인 단락비(SCR)가 2.0인 경우에는 MPC 곡선의

MAP지점과 HVDC의 Power와 Current가 1.0 p.u.인 지점이 정확히 일

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ritical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이를 통하여 약한 계통의 의미도 알 수 있다. 약한 계통의 경우

MAP가 MPC 곡선에서 DC Power가 1.0보다 낮은 지점에 위치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DC Power가 1.0 p.u.에서는 AC 계통의 P-V 곡선

상에서는 불안정영역에 위치하게 되므로, HVDC의 정격전력보다는 낮은

영역에서 운전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SCR (Short Circuit Ratio)은 AC 계통에

HVDC가 연결 될 경우 AC와 DC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정부분 계통의 운전조건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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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영향중에서 계통분할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5.2.2 MIIF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

MIIF는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의 준말로서 여러 개의 HVDC

선로가 교류(AC) 계통에 다중으로 연결된 경우에 HVDC Converter간의

상호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된다 [27].

AC 계통에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HVDC 컨버터가 있는 상황에서 신

규로 HVDC 컨버터를 설치할 경우, 만약 신규 설치 HVDC Inverter측

모선의 전압변동(△Vn) 있을 경우, 기존 HVDC Inverter측 모선의 전압

변동(△Ve)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28-33].

MIIF (Multi Infeed Interaction Factor)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

음 (식 5-2)와 같이 표현이 된다.

 △

△
식 5-2

[그림 5-3] MIIF 산출수식 개념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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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MIIF(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의 개념은 HVDC

Converter중에서 DC를 AC로 변경하는 Inverter단끼리 상호영향을 검토

하는 데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HVDC가 AC 계통에 연결되는 경우 인

버터단의 경우 일종의 발전기로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전류형 HVDC의

경우 동기발전기가 아닌 유도발전기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AC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상기의 5.1절 SCR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VDC가 연결되는

AC 계통의 강건도(System strength)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

히 SCR이 3이상 되는 강한 계통을 요구하고 있다.

MIIF (Multi Infeed Interaction Factor)는 SCR (Short Circuit Ratio)의

이러한 측면을 전압변동(△V)의 측면으로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IIF값이 크다는 것은 두 HVDC 인터버단간의 상호영향이 크다는 의미

가 된다. 즉, 신규설치 인버터단의 전압변동(△Vn)에 대하여 기존

Inverter측 모선의 전압변동(△Ve)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IIF값이 최대값인 「1.0」의 경우는 기존 HVDC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는 모선에 신규 HVDC 인터버를 연결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최소인 MIIF가 「0」인 경우는 두 인버터간이 상당히 전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호간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MIIF가 0과 1사이의 값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하는

점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MIIF가 0과 1사이에 있는 값일 경우 「1」에

가까워지는 경우 두 인버터 사이의 전기적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가 되고

「0」에 가까워 질수록 전기적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논문 [28]에서는 이 값은 한편으로는 MIIF가 「0」이면 두 계통

이 완전히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이며, [28]에서는 MIIF가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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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면 두 인버터간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

며, 0.15이하는 전기적 거리 매우 크다고 보고 있으며, 0.15에서 0.4일 경

우 두 인버터간의 전기적 거리는 중간정도로 보며, MIIF가 0.4를 초과하

는 경우는 두 인버터간의 전기적 거리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

시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전기적 거리라 할지라도 단락용량이 큰 계통과 단락용량

이 작은 계통의 경우 MIIF의 값은 당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락용량이 큰 혹은 SCR값이 큰 강한 계통(Strong system)의 경우 두

인버터간의 전기적 거리가 동일한 경우에도 MIIF값은 상대적으로 더 작

아진다. 즉, 강한 계통은 상대단의 전압변동에 대하여 자단의 전압변동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MIIF값은 기본적으로는

인버터단간의 연결된 AC 계통의 강건도가 MIIF값의 크고 작음에 영향

이 많이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의 검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MIIF는 HVDC의

인터버단간의 상호영향에 대한 것이다. AC를 DC로 변환하는 Rectifier단

의 경우 일반적으로 AC계통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부하로 작용하므로,

변환설비(Converter) 자체가 AC 계통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으므로

Rectifier단간에는 MIIF값을 산출하지 않는다.

또한 Rectifier단과 Inverter단간에는 상호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

다. 즉 동일한 HVDC 선로의 Rectifier단과 Inverter단간에는 한쪽단에서

전압의 변동이 있어도 DC로 연결된 상대단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MIIF값을 Rectifier단과 Inverter단간에 산정하게 되면 당연

히 「0」이 산출되어 두 단간에는 AC 계통상으로 보면 완전히 분할된

계통으로 볼 수도 있다. HVDC의 AC 계통에 적용할 경우 계통분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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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음을 MIIF값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도 있다.

5.2.3 CFII (Commutation Failure Immunity Index)

CFII는 Commutation Failure Immunity Index의 준말로 인버터단에서

DC를 AC로 변환하거나 혹은 Rectifier에서 AC를 DC로 변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전류실패(Commutation Failure)가 발생하는 확률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표현된다 [32].

전류(轉流, Commutation)라는 것은 컨버터에서 AC에서 DC로 혹은

DC에서 AC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6-Pulse Converter를 예로 들어 보면,

상단 밸브는 1(a상) → 3(b상) → 5(c상) → 1(a상) → 3(b상) → 5(ㅊ

상).......의 순서로 밸브가 Turn On이 되고, 하단 밸브는 2(c상) → 4(a상)

→ 6(b상) → 2(c상) → 4(a상) → 6(b상)......의 순서로 Turn On이 된다고

가정하면, Thyristor라는 전력전자 소자의 특성상 1번 밸브가 턴온되어

통전중에 3번 밸브가 Turn On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1번 밸브에는 역전

압(Cathode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Anode보다 커지는 경우)이 걸리게

되면 1번 밸브는 Turn-Off가 되고 3번 밸브가 Turn On이 되는 것을 전

류(轉流, Commutation)라고 말한다 [18].

이러한 전류(轉流, Commutation) 동작중에 Turn Off가 예정되어 있

는 밸브가 역전압이 걸리기전까지 후속 Turn On이 예정되어 있는 밸브가

Turn On이 되지 못하는 고장을 전류실패(Commutation Failure)라고 말한

다. Thyristor는 도통상태에서 Turn Off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PN 접합면

사이에 충전된 캐리어가 원래 상태로 복귀되어야만 완전한 Off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다. 도통 상태에서 Turn Off 상태로 전환되는 걸리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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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yristor Turn Off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충분치 못할 경우 전류

실패가 일어나면서 Turn Off되어야할 밸브가 계속 도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전류실패(轉流失敗, Commutation Failure)라고 부른다 [32].

전류실패 발생하게 되면, 상기에서 예를 든 6-Pulse 컨버터의 예를 들

경우, 상단 밸브의 1번 밸브에서 3번 밸브로의 Commutation이 실패하고

1번 밸브가 계속 도통 상태를 유지할 경우 하단 밸브의 4번 밸브가 턴오

프하고 다음으로 6번 밸브가 Turn On이 되면, 일종의 단락(Short) 상태

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직류전류의 크기가 교류전류보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Converter는 일시적인 전류실패에는 견디도록 설

계되어 있으나, 일정수준 이상의 열용량을 넘어서는 과전류가 흐르게 되

면 Thyristor가 소손 될 수 있으므로 전류형 HVDC에서는 특히 중요하

게 생각하는 고장 현상이다.

전류실패(Commutation Failure)는 대개 6펄스 컨버팅 동작중에서 한주

기가 넘어가면 다음주기에는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십~수백 msec 정도만 지속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류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전류형 HVDC가 변환과정에서 밸

브의 Turn Off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전류형 HVDC가 연결된 AC 계통에서 계통사고라든가

기타 전압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전류실패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동일한 고장이라 하더라도 밸브에 전압변동의 영향이 큰 경우에

전류실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전압변동이 큰 AC 계통

은 흔히 약한 계통(Weak system)이 이러한 상황을 많이 발생한다. 즉,

SCR이 낮은 계통은 Converter의 변환과정에서 전압변동을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며, 이러한 큰 전압변동은 밸브의 Turn Off시간을 충분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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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치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이는 곧 전류실패(Commutation

Failure)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류실패(Commutation Failure)와 계통의 강건도(System

Strength)간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CFII (Commutation Failure

Immunity Index)라 할 수 있다 [31-32].

 


× ×min×




× 식 5-4

상기의 (식 5-4)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계통의 고장용량(Worst

Critical Fault MVA)가 큰 경우에는 전류실패(Commutation Failure) 실

패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Immunity Index)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DC 용량이 커지거나, 단락용량이 작은 계통은 전류실패(Commutation

Failure)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CFII는

SCR(Short Circuit Ratio)와 유사한 지표라 할 수 있다.

5.3 계통분할 지수 (System Partition Index)

5.3.1 계통분할 지표로서의 적용가능성

상기의 제5.2절에서는 AC/DC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

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계

통분할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활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SCR (Short Circuit Ratio), MIIF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 CFII

(Commutation Failure Immunity Index) 등의 지표는 대표적으로 AC 계

통에 HVDC가 연결될 경우 AC와 DC간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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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인 ‘계통분할’과 관련한 부분으로 직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계통분할을 하는 상황은 기존의 A 변전소 모선과 B변전

소 모선을 연결하는 AC 송전선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선로

를 그대로 두고 각 변전소 모선에 연결된 AC 설비를 HVDC로 전환하면

서 A 변전소 모선이 연결된 AC 계통과 B 변전소 모선이 연결된 AC 계

통을 상호 분리(계통분할)하겠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그러나 SCR (Short Cicuit Ratio), MIIF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 CFII (Commutation Failure Immunity Index) 등의 지표는 모두

A변전소 혹은 B변전소 모선에서 HVDC 인버터단(수전단)이 연결되는

경우 해당변전소 모선 자체에서 AC와 HVDC간의 특히 인버터단 사이

의 상호작용만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이 대부분인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최근까지 설치된

대부분의 HVDC는 장거리 가공송전선로(최소500km이상) 또는 장거리

해저 케이블(최소 50km이상)이 연결된 선로에 장거리 AC 계통간을

HVDC 를 통하여 상호연계하는 개소에 대부분이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지표로서 상기의 지표들이 활용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장거리 송전선로가 연결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인버터

단(수전단)에서 AC와 HVDC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전력전송이 한계를

갖는다거나 (SCR), 전압변동의 영향이 매우 크다거나 (MIIF), 전류실패가

발생하다거나 (CFII) 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지표들이 대

부분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C 계통에서 HVDC를 전환하였을 때의 ‘계통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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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므로, 상기

에서 제시한 SCR, MIIF, CFII의 지표들의 특징에 약간의 변형을 통하여

계통분할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보완을 통하여 일명 계통분

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할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는 상기

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SCR, MIIF, CFII 등의

지수를 변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AC선로를 HVDC로 전환했을 때의 SCR, MIIF, CFII값 등

의 지표들의 변화양상을 살펴서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제시한다.

즉, 기존 AC 선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각각의 단락비, 전압변동

등을 검토한 후 해당선로를 HVDC로 전환했다고 가정한 후 각각의 단

락비, 전압변동 양상을 비교하여 HVDC 전환 전(前)․후(後)의 값을 상

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통분할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HVDC로 적용되었을 때의 Rectifier단과 Inverter단간의 상호작

용을 검토한다. 기존의 지표들은 대부분 HVDC의 인버터단간의 AC와

DC간의 상호작용을 주로 검토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Rectifier가 연결된

AC 계통과 Inverter가 연결된 AC 계통간의 계통 상호연결과 분할의 정

도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Rectifier단과 Inverter단간의 단락용량, 전압변동

등을 검토한다.

셋째, SCR (Short Circuit Ratio), MIIF (Multi Infeed Interaction

Factor), CFII (Commutation Failure Immunity Index)중에서 SCR값과

MIIF값만을 비교하여 계통분할지수(SPI)를 산정하고자 한다.

CFII (Commutation Failure Immunity Index)값 또한 AC값과 DC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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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고, 계통분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전환 사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개념이 SCR (Short Circuit Ratio)의 내

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CFII 지표는 생략하고 SCR (Short Circuit

Ratio), MIIF (Multi Infeed Interaction Factor)의 두가지 지표를 변형하여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제시하고자 한다.

5.3.2 MIIF를 활용한 계통분할지수

MIIF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는 기본적으로 다중 HVDC선로

가 AC 계통에 연결될 경우 인버터단 간의 전압변동의 영향이 상대 인버

터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지수이다.

계통분할지수로서의 MIIF값 산정은 우선 A변전소 모선과 B변전소 모

선이 AC 선로로 연결되어 있을 때, A변전소 모선과 B변전소 모선이 각

각 HVDC의 Inverter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양단(양모선)의

인버터간의 MIIF값을 산정하고 이를 MIIFAC라 한다.

이후 이제는 해당 선로를 AC선로는 그대로 두고 각각 변전소 모선에

연결된 AC 설비를 HVDC 설비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모선

에 연결된 변환설비를 인버터단이라 가정하고 MIIF값을 산정하고, 이를

MIIFDC라 칭한다.

이러한 MIIFAC와 MIIFDC산출하는 내용을 도표로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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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SPIMIIF 산출 기본 개념도]

이렇게 산출된 MIIFAC값과 MIIFDC값간의 차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

자하는 계통분할의 정도를 표현하는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제시할 수 있다.

  식 5-5

여기서 제시한 SPIMIIF값의 분포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이라는 의미는 AC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MIIF값과 HVDC

로 전환되었을 때 MIIF값의 차가 「1」이라는 의미로서 기존에 AC로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던 양단 계통을 HVDC로 전환함으로써 양단

계통을 완벽하게 분할된 계통으로 분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SPIMIIF값이 「1」이 되는 경우는 BTB (Back-To-Back)

HVDC를 동일 모선에 적용하여 모선을 분리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 모선에 AC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MIIFAC값을 산정하게

되면, 동일 모선이므로 당연히 「1.0」값이 산정이 된다. 이후 동일 모선

을 분리하여 모선중간에 BTB HVDC를 설치할 경우 분리된 모선 양단간

의 MIIFDC값을 산정하게 되면, 「0」이 산출이 된다. 이는 상기 4.2절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HVDC의 Rectifier단과 Inverter단간의 AC 계통전

압변동은 상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양단 Converter간은 모두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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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등을 모두 전력전자소자를 이용하여 제어하여주기 때문에 양단

Converter간의 전압변동의 정도를 표시하는 MIIF값을 산출할 경우

「0」산출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상기의 BTB HVDC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HVDC로 전환되

었을 경우 HVDC인 상태에서 산출하는 MIIFDC값은 항상 「0」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 동일 모선을 분리하는 BTB HVDC인 경우는 MIIFDC

값이 「0」나올 수 있지만 실제의 시스템을 검토할 경우는 완벽하게 양

계통이 AC를 HVDC로 전환하는 선로 하나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면 MIIFDC값이 「0」나오지는 않는다. 또한 전압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해당선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HVDC로 전환한다고

「0」이 산출되지는 않는다. 다만, MIIFAC값에서 MIIFDC값의 차를 구함

으로써 기존의 AC선로가 양쪽 계통간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그리고

HVDC를 적용할 경우 양쪽 계통간을 분리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의

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약 SPIMIIF = MIIFAC–MIIFDC 값이

「0」이라는 의미는 양 계통이 원래도 분리되어 있었던 계통으로서 AC

계통을 HVDC로 전환한다고하여 계통분리의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반대로 말한다면 전혀 연관이 없던 계통을 서로 연계하

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SPIMIIF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PIMIIF는 AC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양단간의 상호 전압변동의 영

향을 나타내는 MIIFAC값과 HVDC전환했을 때의 MIIFDC값간의 차(差)로

서 그 차가 크다는 것은 양단간을 AC에서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

분할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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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대로 두 MIIF값간의 차(差)가 작아서 SPIMIIF값이 작아질 경우

HVDC 전환에 따른 계통분할 효과가 작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이렇게 산정된 SPIMIIF값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양 계통간

의 연결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도 해석될 여지도 있다. 즉 SPIMIIF값

이 커서(즉, 1,0에서 가까워질 경우) 계통간의 분할의 정도가 크다는 것

은 상대적으로 양 계통이 느슨하게 연결된 계통(Weakly-tied system)이

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SPIMIIF값이 작을 경우는 양 계통이 강하게

연결된 계통(Strongly-tied system)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

다.

5.3.3 SCR을 활용한 계통분할지수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의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인 SPIMIIF는 AC로 연

결되어 있을 경우와 HVDC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의 자단 컨버터에서의

전압변동에 대한 상대단에서의 전압변동의 정도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

단하게 계통분할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수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SPIMIIF값의 문제는 기존 AC 선로 연결시와 HVDC로 전환되었

을 때의 전압(Voltage)의 변동만을 검토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계통을 운

영하기 위해서는 전압이외에 전류(Current), 전력(Power), 상차각(Power

angle)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SPIMIIF지수의 경우 언뜻 보기

에 전압 이외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한 당초의 AC선로의 용량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 보이며, 전환되

는 HVDC의 용량에 따른 변환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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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SPIMIIF지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SCR (Short Circuit Ratio)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검토하고자 한다.

HVDC의 경우 상기의 4.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장 발생시 고장용

량은 대부분 무효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HVDC는 주파수가 「0」인

특성으로 인하여 무효전력을 전송하지 않으므로 양단 AC 계통의 고장전

류를 감소시켜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단락고장시 고장전류를 저감시켜 계통 단락용량을 줄여주는 효

과는 다른 말로 하면 계통분할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장전류를

저감시켜 단락용량을 저감시키는 효과는 물리적으로 계통을 분할하는 경

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HVDC 적용은 곧 계통분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AC로 연결된 선로를 HVDC로 전환할 경우, 고장전류

저감을 통한 단락용량의 감소가 크면 클수록 계통분할의 효과도 상대적

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HVDC 적용시 단락용량의 변화(저

감)의 정도를 가지고 계통분할의 효과를 판단하는 지수가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SPISCR이 된다.

 


식 5-6

여기서 SCC는 단락용량(Short Circuit Capacity)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SCCAC는 AC선로서 연결되는 경우의 단락용량을 말하며, SCCDC는

HVDC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단락용량을 말한다. 식 5-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PISCC는 AC로 연결되었을 경우의 단락용량에서 HVDC로 전

환되었을때의 단락용량의 차(差)를 연결되는 HVDC 정격용량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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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는 값이라 할 수 있다.

 

①    ②   

[그림 5-5] SPISCR 산출 기본 개념도

SPISCR값이 크다는 것은 AC 계통을 HVDC로 전환하였을 경우, 단락용

량의 저감 효과가 크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HVDC의 적용을 통한 계통

분할 효과가 크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상기의 3.2절에서는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인 SPIMIIF의 경우는

최대값이 BTB HVDC를 동일모선에 적용하는 경우인 「1」이며, 최소값

이 「0」이지만, 여기서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인 SPIMIIF값은

물론 0보다는 큰 값이 나오지만, 1.0을 넘는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AC를 HVDC로 변경할 경우의 DC 정격용량을 얼마로 하는가

의 여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

본적으로 AC를 HVDC로 전환할 경우, HVDC의 정격용량은 기존 AC의

정격용량과 동일한 정격을 적용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그래야 정확하게

어느 AC선로를 HVDC로 전환했을 때 효과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

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SPISCR값이 크다는 것은 AC를 HVDC로 전환

했을 때, 고장전류의 저감 정도를 가지고 계통분할의 정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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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즉, 여기서 산출된 SPISCR값이 크면 HVDC 적용의 계통분할

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며, 반대로 SPISCR값이 작을 경우 계통분할의 효과

가 작으며, 이는 고장전류 저감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거꾸로 특정선로를 AC에서 HVDC로 전환하는 경우, 고장전류

저감이나 계통분할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환하는

HVDC의 용량 또한 산정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SPISCR값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SPIMIIF값과의 상

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값이 가장 효과적으로 계통분할에 기

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다음절에서는 Simulation을 통하여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아울러 두 SPI 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최종적인 SPI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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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Simulation

6.1 Simulation 전제조건

Simulation은 기본적으로 전력회사에서 범용으로 사용하는 전력계통해

석프로그램(PSS/E)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Simulation 항목은 MIIF값을 통한 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사용

을 위하여 전압변동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전압변동의 양상의 경

우 A모선과 B모선간의 전압변동의 양상으로서, A-모선에 전압변동을 발

생하였을 경우, B-모선에 나타나는 전압변동의 정도를 AC선로가 연결되

었을 경우와 B-모선이 연결되었을 경우로 각각 나누어 모의하였다.

전압변동을 Trigger하는 방식의 경우 STATCOM이나 SVC등의 FACTS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설비를 해당모선에 연결하고 출력값

의 변동을 주어 상대편 모선과 자단 모선의 전압변동의 정도를 각각 모

의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굳이 FACTS 설비의 제어모드를 적용하

지 않더라도, 고정형의 Shunt Capacitor 나 Shunt Reactor 등을 계통에

투입하고, 해당설비의 투입 전후의 조건별 전압변동을 관찰하여도 충분

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 Simulation에서는 Shunt Reactor를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Shunt Capacitor를 계통에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Shunt

Reactor를 계통에 투입하는 조건의 경우 계통의 전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계통의 다른 조건에 따라서 투입되는 Shunt

Reactor이외의 요인에 의한 전압변동 요인과 아울러 전압안정도 측면에

서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Shunt Capacitor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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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상승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한편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의 경우

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였는데, AC 선로로 연결되었을 경우, A-모선과 B-

모선의 각각의 단락용량(SCC, Short Circuit Capacity)을 산출하고, 이를

HVDC를 연결하고 다시 한번 A-모선과 B-모선의 단락용량을 각각 비교

하고 상기 5장에서 선정한 수식에 대입하여 SPI 값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Simulation을 진행하면서 AC를 HVDC로 전환한 경우는 MIIF값과

SCR을 검토할 때, 굳이 PSS/E에서 HVDC선로로 연결하는 경우와 단순

하게 선로를 단선시키고 검토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사실 HVDC선로의 경우 PSS/E상에서 Simulation을

진행할 경우, 정확한 HVDC 모델이 삽입되어야하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선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검토하여도 본 논문에

서는 얻고자 하는 값의 변동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스템을 IEEE의 Test system을 대상으로 하

여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IEEE의 Test System의 경우 30 Bus, 118

Bus 등 다양한 테스트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

는 것은 두 지역간의 연결된 선로를 AC에서 HVDC로 전환하여 계통을

분할하는 정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지역간에는 연결선로가 구성되어 있는 IEEE Test system이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으며, Test System중에서 IEEE RTS-96을 선정하여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34].



- 67 -

C-지역

B-지역

A-지역

[그림 6-1] IEEE RTS-96 Test System 단선도 및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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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 지수 검증

IEEE RTS-96 Test 시스템은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지역간은 230kV 또는 138kV급 AC 송전

선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A-지역과 B-지역은 3개의 선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A-지역과

C-지역간 그리고 B-지역과 C-지역간은 각각 1개의 AC선로를 통하여 연

결되어 있다.

이번절의 MIIF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를 이용한 계통분할지

수 산정은 A, B, C 3개 지역간을 연결하는 총 5개의 선로를 대상으로, 선

로 양단모선에 전압변동을 주었을 때, 상대방 모선의 전압변동의 양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당초 5개의 선로 모두에 대하여 Simulation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

나, 실제로 Simulation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C 지역간을 연결하는 선

로나, B-C 지역을 연결하는 각각 1개의 송전선로의 경우 계통분할로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B-지역과 C-지역의 계통특성이 각각 달라서 유

사한 조건에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대신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는 3개가 있으며, 유사한

조건의 선로가 3개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해당선로 양단의 모선전압

변동 등에 검토하는것에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어 A-지역과 B-지역을 연

결하는 선로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3개선로중 하나의 선로 모

선이 Swing-Bus로 지정되어 전압변동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Swing Bus를 타 선로와 연결된 모선으로 변경하는 등 Test

System의 튜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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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Bate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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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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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Barffin

107
Alder

[그림 6-2] IEEE Test 시스템 Simulation 선로

상기의 [그림 5-8]의 도면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선정된 3개의 선

로에 대하여 조류계산을 통하여 당초의 전압값을 산정한 후, 각각의 모

선에 대하여 Shunt Capacitor를 접속하여 해당모선과 상대방 모선의 전

압변동의 정도를 PSS/E 조류(Load Flow) 계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Shunt Capacitor 용량은 MIIF의 정의에 따라서 Shunt Capacitor가 접속

되는 모선의 전압변동이 약 1%정도 되도록 산정하였다.

Simulation을 통하여 산정한 SPIMIIF값 산출을 위한 조건과 전압변동

결과는 다음의 [표 6-1] ～ [표6-3]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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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용량

모선명

Shunt
Capacitor
투입전
전 압

SC A-모선
투입시
전압변동

[△VA]

SC B-모선
투입시
전압변동

[△VB]

230kV

750MW

Austen
[A]

261.4 [kV]
264.0 [kV]
(+0.99%)

262.4 [kV]
(0.38%)

Bates
[B]

315.9 [kV]
318.9 [kV]
(+0.95%)

319.1 [kV]
(1.0%)

MIIF (Bates[B], Austen [A]) 


0.955

MIIF (Austen [A], Bates[B]) 


0.312

  ≅ 1.332

[표 6-1] Austen-Bates 선로에 대한 MIIF 및 SPIMIIF 산정

전압
용량 모선명

Shunt
Capacitor
투입전
전 압

SC A-모선
투입시
전압변동

[△VA]

SC B-모선
투입시
전압변동

[△VB]

230kV

2000MW

Arne
[A]

297.0 [kV]
300.0 [kV]
(+1.01%)

298.8 [kV]
(0.61%)

Barton
[B]

324.5 [kV]
325.8 [kV]
(+0.40%)

327.8 [kV]
(1.02%)

MIIF (Barton[B], Arne [A]) 


0.397

MIIF (Arne [A], Barton[B]) 


0.596

  ≅ 0.993

[표 6-2] Arne-Barton 선로에 대한 MIIF 및 SPIMIIF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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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용량

모선명
Shunt

Capacitor
투입전
전 압

SC A-모선
투입시
전압변동

[△VA]

SC B-모선
투입시
전압변동

[△VB]

138kV

500MW

Alder
[A]

200.4 [kV]
202.4 [kV]
(+1.00%)

201.9 [kV]
(0.74%)

Baffin
[B]

213.6 [kV]
215.0 [kV]
(+0.66%)

215.7 [kV]
(0.98%)

MIIF (Baffin[B], Alder [A]) 


0.657

MIIF (Alder [A], Baffin[B]) 


0.759

  ≅ 1.415

[표 6-3] Alder-Baffin 선로에 대한 MIIF 및 SPIMIIF 산정

상기의 3개 선로에 대한 MIIF값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통분할지수

(SPI)값을 분석해보면, 3개의 선로중 해당선로를 AC에서 HVDC선로를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지수(SPIMIIF)가 가장 큰,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계통

분할 효과가 큰 선로는 Alder-Baffin 송전선로이며, 그 다음으로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낸 Austen-Bates 선로와 마지막으로 Arne - Barton 선로

순이다.

선로명
전압
[kV]

용량
[MW]

단락
용량
[p.u.]

단락비
(SCR)

Impedance
[p.u.]

계통분할
지수(SPIMIIF)

Austen
230 750

27.25 5.45
0.01+j0.074 1.332

Bates 28.51 5.70

Arne
230 2000

28.25 1.41
0.01+j0.075 0.993

Barton 32.46 1.62

Alder
138 500

11.67 2.33
0.042+0.161 1.415

Baffin 17.51 3.50

[표 6-4] 각 선로별 임피던스 등 계통 Data

상기에서 산정한 SPIMIIF값과 다른 계통 Data 등을 비교하여 볼 경우,

선로전압이나 용량, 단락용량의 크기, 선로임피던스 등과 상관관계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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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웠다. 특히 선로 임피던스의 경우 연결된 계통간의 전압변동

상호작용은 주로 임피던스와 관련이 있을것으로 보았으나,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각 등과 계통분할지수(SPIMIIF)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

다만, 단락비(SCR, Short Circuit Ratio)와 계통분할지수(SPIMIIF)와 상당

히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락비(SCR)가 큰 모선

간을 연결하고 있는 AC선로를 HVDC로 전환하였을 때, 계통분할지수가

더 크게 산출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른바 강한계통(Strong

System)을 연결한선로를 대상으로 HVDC를 연결했을 때, HVDC가 안정

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계통분할효과 또한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락비와 계통분할지수간의 관계를 검토할 때, 유사한 경향을

타나내는 것은 사실이나 Alder-Baffin 선로의 값(SPI : 1.332, SCR

5.45/5.70)과 Austen-Bates선로의 값 (SPI : 1.415, SCR 2.33/3.50)을 보았

을 때, SPI값과 SCR값이 완전히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SPIMIIF값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류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MIIF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를 이용하여 계통분할지수를 산

정하는 경우에 각 모선의 전압변동의 양상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

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AC 선로를 HVDC로 전환했을 때, 각각의 전

압변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나, 전압을 변동

시키는 요인은 선로가 AC에서 DC로 변동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

이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러 선로중 하나의 선로만 AC에서 HVDC로 전환했을 때, 해당

모선의 전압을 변동 시키는 요인은 계통의 단락용량이 가장 크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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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외에도 선로의 전류, 임피던스, 선로 운전

용량 등도 일정부분 전압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MIIFAC를 산정하는 경우나 MIIFDC를 산정하는데, 불가피하

게 다른 요인들도 MIIF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선로 하나를 AC에서 HVDC로 변경해서 산정한 MIIFDC는 「0」

이 산출된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HVDC 특

히 전류형 HVDC는 변환과정에서 연결되는 AC계통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영향에 따른 전압변동이 HVDC가 계통에 연결되었기

때문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IIF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CRMIIF)는 전압변동의 양상을 주로 관찰하므로 전

압변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 부분 한

계가 있으나, 계통분할지수(SCRMIIF)는 선로간의 상대비교에서 어느 선로

를 AC에서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효과가 더 크고, 어느 선로가

상대적으로 계통분할 효과가 더 작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3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 지수 검증

6.3.1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 검증방안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SPISCR) 산정 또한 MIIF를 이용한 계통분

할지수(SPIMIIF)와 비교를 위하여 동일하게 IEEE RTS-96 시스템상에서 동

일한 AC 선로를 HVDC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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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에 AC 선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각 모선별

단락용량을 PSS/E 시뮬레이션의 ‘고장계산(Fault Analysis)’ 가능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다. 이후 AC선로를 HVDC선로로 전환을 하여 다시 한번

PSS/E 시뮬레이션을 통한 고장계산을 수행하였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는 HVDC 모듈이 PSS/E 시뮬레이션상에는 완벽하지 않고, 각

각의 Parameter들도 일일이 지정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선로를

단순하게 Out-of Service 상태로 두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6.3.2 개별선로별로 HVDC 전환시 계통분할지수

상기의 6.3.1항의 조건에 따라서 IEEE RTS-96 시스템의 선정된 3개의

선로에 대하여 다른 선로는 AC를 유지하고 해당선로만 HVDC로 전환

했을 때, 전환 전․후의 각각 선로의 SCR (Short Circuit Ratio)의 변동

값을 측정하여 계통분할지수 (SPISCR)를 산정하면 다음의 [표 6-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선로
번호

선로명
용량
[MW]

AC 연결시 HVDC 연결시
SPISCR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Austen
750

27.25 5.45 20.59 2.75
1.733

Bates 28.51 5.70 22.17 2.96

 Arne
2000

28.25 1.41 21.42 1.07
0.645

Barton 32.46 1.62 26.40 1.32

 Alder
500

11.67 2.33 7.49 1.50
1.504

Baffin 17.51 3.50 14.17 2.83

소 계 145.65 20.02 112.24 12.42 3.882

[표 6-5]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SPISCR)



- 75 -

상기의 3개 선로에 대한 SCR값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통분할지수

(SPISCR)값을 분석해보면, 3개의 선로중 해당선로를 AC에서 HVDC선로

를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지수(SPIMIIF)가 가장 큰,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계통분할 효과가 큰 선로는 번선로인 Austen-Bates 송전선로이며, 그

다음으로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낸 번 Alder-Baffin 선로이다. 마지

막으로  Arne - Barton 선로는 계통분할지수가 가장 작고, HVDC 전환

시 계통분할효과도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통분할지수의 경우 단락비(SCR)와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성

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락비가 가장 큰 번 Austen-Bates선

로가 SPISCR값 또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번 Alder-Baffin선로가 단

락비가 약간 더 작고 이 선로를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효과를

나타내는 SPISCR값 또한 약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단락비(SCR)의 절대값 또는 단락비의 변화와 정확하게 비례하

여 계통분할지수(SPISCR)가 변환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MIIF를 이용

한 계통분할지수(SPIMIIF )와 달리,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SCR)가

AC선로를 HVDC 전환시 계통분할 효과를 보다 더 정확히 나타내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로별로 1개의 AC 선로를 HVDC로 전환하는 경우, 단락용량

의 변화의 차이도 물론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단락용량의 변동의 크기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경우는 번 Austen-Bates선로와 번 Arne-Barton

선로가 비슷한 값을 나타내지만, 이 값을 선로의 운전용량과의 관계가

포함된 산식인 단락비(SCR)를 이용하여 표현할 경우, 보다 정확하게 계

통분할의 효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MIIF를 이용

한 계통분할지수(SPIMIIIF) 또한 SCR을 이용한 값과 유사하게 계통분할지

수가 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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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다중선로 동시 HVDC 전환시 계통분할지수

다음은 진행한 시뮬레이션은 3개의 선로중에서 2개의 선로씩 묶어서

AC를 HVDC로 전환하는 경우의 각 모선별 단락용량 및 단락비의 변환

에 따른 계통분할지수(SPISCR)값을 산정하였다.

다음의 [표 6-6] ～ [표6-8]은 3개의 선로중 2개의 선로를 HVDC로 변

경할 경우, 2개 선정선로별 계통분할지수 값의 변동하는 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선로
번호

선로명
전환

여부

AC 연결시 HVDC 연결시
SPISCR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Austen HVDC
전환

27.25 5.45 18.37 2.45
2.421

Bates 28.51 5.70 19.23 2.56

 Arne HVDC
전환

28.25 1.41 19.03 0.95
0.965

Barton 32.46 1.62 22.39 1.12

 Alder AC
유지

11.67 2.33 11.67 2.33
0.100

Baffin 17.51 3.50 17.01 3.40

소 계 145.65 20.02 107.70 12.82 3.486

[표 6-6] <Case-1> 3개선로중 2개선로만 전환시 계통분할지수 (SPISCR)

선로
번호

선로명
전환

여부

AC 연결시 HVDC 연결시
SPISCR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Austen HVDC
전환

27.25 5.45 20.55 2.74
1.749

Bates 28.51 5.70 22.09 2.95

 Arne AC
유지

28.25 1.41 27.21 1.36
0.183

Barton 32.46 1.62 29.84 1.49

 Alder HVDC
전환

11.67 2.33 7.48 1.50
1.532

Baffin 17.51 3.50 14.04 2.81

소 계 145.65 20.02 121.21 12.84 3.464

[표 6-7] <Case-2> 3개 선로중 2개 선로만 전환시 계통분할지수 (SPI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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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번호

선로명
전환

여부

AC 연결시 HVDC 연결시

SPISCR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Austen AC
유지

27.25 5.45 26.42 3.52
0.315

Bates 28.51 5.70 26.98 3.60

 Arne HVDC
전환

28.25 1.41 21.25 1.06
0.687

Barton 32.46 1.62 25.73 1.29

 Alder HVDC
전환

11.67 2.33 7.45 1.49
1.592

Baffin 17.51 3.50 13.77 2.75

소 계 145.65 20.02 121.60 13.71 2.593

[표 6-8] <Case-3> 3개 선로중 2개 선로만 전환시 계통분할지수 (SPISCR)

각각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개 선로를 AC에서 HVDC로 전환할

경우 보다 2개의 선로를 동시에 HVDC로 전환할 경우, 개별 선로별 계

통분할 효과는 단순 1개 선로 HVDC 전환시의 합보다 SPI 값이 확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HVDC로 전환하지 않은 선로의 경우에도 해당선로의 계통분할

효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고장전류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6-9]는 1개 선로를 HVDC로 전환한 경우와 선로 2개씩을

묶어서 HVDC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지수 값의 변동양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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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번호

선로명 SCC[p.u.] (SCR)
1개선로
전환시

2개 선로씩 동시전환시

Case-1 Case-2 Case-3


Austen 27.25 (5.45)

1.733
[100%]

2.421
[139%]

1.749
[101%]

0.315
[18%]

Bates 28.51 (5.70)


Arne 28.25 (1.41)

0.645
[100%]

0.965
[149%]

0.183
[28%]

0.687
[106%]

Barton 32.46 (1.62)


Alder 11.67 (2.33)

1.504
[100%]

0.100
[6.6%]

1.532
[102%]

1.592
[106%]

Baffin 17.51 (3.50)

2개 동시전환 합계 SPISCR 3.882 3.486 3.464 2.593

HVDC 전환
2개선로만의
개별 합계

단락용량 - 116.47 84.94 89.89

SPI - 2.378 3.237 2.149

[표 6-9] 3개 선로중 2개 선로만 전환시 Case별 SPISCR 종합표

: AC를 HVDC로 전환한 선로

여기서 특이한 점은 2개선로씩을 HVDC로 전환했을 때 가장 계통분

할 효과가 높은 그룹은 1개 선로씩 HVDC 전환했을 때 가장 계통분할

효과 과가 큰 Case-2의 번과 번 선로의 동시 HVDC 전환일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계통분할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계통분할지수(SPI)의

합은 Case-1인 번 선로와 번 선로의 동시 HVDC로 전환하는 경우

Case-2보다 계통분할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로 하나씩을 HVDC로 전환하는 경우보다, 2개 이상

의 선로를 동시에 HVDC를 전환하는 경우 결합에 따른 계통분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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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히 Case-1의 경우를 보면 
번선로와 번 선로의 경우는 각각 계통분할효과가 39%와 49%씩 더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3.4 다중선로 동시 전환시 계통분할 가중지수

상기의 6.3.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개 동시 전환할 경우 계통분할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단락비(SCR) 보다는 단락용량의 절대값이 큰 모

선과 선로가 HVDC로 전환되었을 때 계통분할효과의 확대가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Case-1과 Case-2를 비교하여 보면 명확해 질 수 있다. 2개선로

동시 HVDC로 전환된 선로의 개별 HVDC 전환시 단락비(SCR)값의 합

은 Case-1보다 Case-2가 더 큰 값이나 (Case-1 : 7.08/ Case-2 : 9.99), 2

개선로가 동시에 HVDC로 전환된 경우의 SPI값의 합은 오히려 Case-1의

경우가 더 큰 값이 됨을 표 6-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통분할지수(SPI)의 값이 만약 1개선로씩 전환했을 때보다 2

개 선로씩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사유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것은 선로와 선로간의 전기적 거리에 따른 상호영

향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영향을 나타내는 지수는

MIIF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라고 할 수 있다.

상기의 6.2절의 AC선로를 HVDC 전환할 경우 모선 양단간의 전압변

동의 양상으로 상호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여기서는 같은

지역내의 인근 HVDC 인버터단끼리의 전압변동의 영향을 분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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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DC 동시전환에 따른 계통분할효과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선명
투입전
전압

Austen [A]
전압변동시

Arne [B]
전압변동시

Alder [C]
전압변동시

Austen
[A]

220.0
[kV]

222.7
(1.23%)

222.2
(1.00%)

220.7
0.32%

Arne
[B]

219.8
[kV]

223.7
(1.77%)

226.5
(3.05%)

221.7
0.86%

Alder
[C]

134.1
[kV]

137.2
(2.31%)

138.9
(3.58%)

137
2.16%

MIIF 산정
MIIF (B+C, A)

: 3.329
MIIF (A+C, B)

: 1.502
MIIF (A+B, C)

: 0.547

[표 6-10] 3개 선로의 MIIF 산정

하지만 상기의 선로에 대한 인버터단끼리의 MIIF값 산정을 통하여 값

을 비교할 경우는 계통분할 효과 확대를 표현하는 지수로서 MIIF는 적

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2개선로 동시전환시 가장 계통

분할효과 상승확대가 가장 컸었던 번선로와 관련 있는 Arne [B]가 가

장 큰 값이 산출되어야하나, MIIF값은 우리가 6.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단락비(SCR)가 가장 큰 Austen [A] 선로가 MIIF값이 가장 크게 산출

되었다.

따라서 MIIF (Multi-infeed Interaction Factor)는 2개선로 동시전환에

따른 계통분할 효과의 상승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이는 6.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통분할 효과를 나타내기

에는 MIIF값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전압변동은 계통분할

이외의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2개선로 동시전환시 계통분할효과 상승을 나타낼수 있는 지

표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표6-9를 다시 한번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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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Case별로 HVDC전환되는 선로 이외의 전환되지 않는 선로의

계통분할지수값을 보면 의미 있는 값이 도출될 수 있다

HVDC로 전환되지 않는 선로의 계통분할지수는 해당선로가 HVDC로

전환됨에 따라 산정되는 직접적인 값이 아니라, 인근 선로가 HVDC로

적용되면서 HVDC로 전환되지 않는 선로의 발생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 표6-9에서 보면 Case-1에서는 번 선로가 해당하며, Case-2

에서는 번선로, Case-3에서는 번 선로가 각각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선로가 계통분할지수가 크다는 것은 인근선로에

서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로의 변동의 영향

이 인근선로로 전달되는 값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이른바 계통분할 가중지수를 산정할 경우는

다음의 [표6-11]에 나와 있는 값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ase별로 각각의 계통분할 확대지표를 산정하여 보면 Case-1

이 가장 크며, 이어서 Case-2와 Case-3의 순서이다.

선로
번호

선로명
2개 선로씩 동시전환시 계통분할 가중지수

Case-1 Case-2 Case-3 Case-1 Case-2 Case-3

 Austen 2.421
[139%]

1.749
[101%]

0.315
[18%]

1.18 1.18 -
Bates

 Arne 0.965
[149%]

0.183
[28%]

0.687
[106%]

1.28 - 1.28
Barton

 Alder 0.100
[6.6%]

1.532
[102%]

1.592
[106%]

- 1.07 1.07
Baffin

합 계 3.486 3.464 2.593 2.46 2.25 2.35

[표 6-11] 3개 선로중 2개 선로만 전환시 Case별 SPISCR 종합표

선로별로 본다면 가장 큰 변화가 보이는 선로는 번 선로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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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번 선로는 개별적으로 HVDC로 전환될 때는 가장 계통분할효과

가 작은 선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로와 동시에 HVDC로 전환활 때는

HVDC 전환에 따른 계통분할확대 효과가 가장 큰 선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6-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의 경우도 Case-2의 경우보다,

Case-1의 경우가 계통분할지수를 확대하는 것을 어느정도는 보여주지만

확실한 영향을 표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더 살펴 볼만한 값은 우리가 검토하고자하는 모든 선로

가 동시에 AC를 HVDC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계통분할지수와 계통분할

가중지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즉, 계통분할 가중지수라는 것이 해당 선로의 HVDC 전환이외의 다

른 선로가 HVDC로 전환되었을 때의 영향이므로, 모든 선로가 동시에

전환되면 그 상호간의 영향의 최대치가 도출될 것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

한다면 계통분할지수 이외에 가중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6-12]는 검토 대상이 되는 3개선로의 계통분할지수의 변동

양상을 산출한 결과이다.

선로
번호

선로명
전환

여부

AC 연결시 HVDC 연결시
SPISCR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Austen HVDC
전환

27.25 5.45 18.50 2.47
2.421

Bates 28.51 5.70 19.11 2.55

 Arne HVDC
전환

28.25 1.41 19.03 0.95
0.990

Barton 32.46 1.62 21.88 1.09

 Alder HVDC
전환

11.67 2.33 7.51 1.50
1.602

Baffin 17.51 3.50 13.66 2.73

소 계 145.65 20.02 99.69 11.29 5.013

[표 6-12] 3개 선로 모두 전환시 계통분할지수 (SPI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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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개의 선로를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의 계통분할지수 값의 산출

결과를 보면, 일단 1개씩 선로를 전환했을 때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번선로 〉 번선로 〉 번선로의 순으로 계통분할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개의 선로를 동시에 AC에서 HVDC로 전환하는 경우 각각의

선로의 계통분할지수가 확대되는 정도는 1개씩 선로를 HVDC로 전환하

는 경우와 2개씩 동시에 전환하는 경우보다 계통분할의 효과가 더 커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3개 선로간의 영향이 모두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통분할 가중지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1개 선

로씩 전환하는 경우와, 2개 선로씩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3개 선로를 동

시에 전환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표시하면 다음 [표 6-13]과 같다.

선로
번호

선로명
1개선로씩
전 환 시

2개 선로씩
동시전환시 3개선로

동시전환시
Case-1 Case-2 Case-3

 Austen 1.733

[100%]

2.421
[139%]

1.749
[101%]

0.315
[18%]

2.421
[139%]Bates

 Arne 0.645

[100%]
0.965

[149%]
0.183
[28%]

0.687
[106%]

0.990
[153%]Barton

 Alder 1.504

[100%]

0.100
[6.6%]

1.532
[102%]

1.592
[106%]

1.602
[107%]Baffin

합 계 3.882 3.486 3.464 2.593 5.012

[표 6-13] 각각의 Case별 계통분할지수(SPISCR) 종합표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개씩 선로를 HVDC를 전환할 때와 2

개를 동시에 전환할 때, 그리고 3개의 선로를 동시에 전환할 때, 각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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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별로 보았을 때, 동시에 다른 선로도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

할 효과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통분할 가중지수로서 3개 선로가 동시에 전환되었을 경우를

본다면, 이렇게 산출되는 경향을 보았을 때, 가중지수의 경우는 선로의

단락비(SCR)보다는 해당선로가 연결된 모선의 단락용량(Short Circuit

Capacity)의 절대 값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로
번호

전압
용량

선로명
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1개선로씩
전 환 시

3개선로
동시전환시

계통분할
가중지수

 230kV

750MW

Austen 27.25 5.45
1.733 2.421 1.39

Bates 28.51 5.70

 230kV

2000MW

Arne 28.25 1.41
0.645 0.990 1.53

Barton 32.46 1.62

 138kV

500MW

Alder 11.67 2.33
1.504 1.602 1.07

Baffin 17.51 3.50

소 계 - - 3.882 5.012 -

[표 6-14] 계통분할 가중지수

상기 [표 6-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통분할지수와 단락비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계통분할

가중지수의 경우는 단락비와의 관계는 크지 않다. 오히려 단순한 계통의

크기, 즉 단락용량의 절대값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 전환선로 상호간

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계통분할지수 가중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전압급과

해당선로의 용량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압급의 영향은 상당히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기 Simulation 선로에서 번과 번 선로는



- 85 -

230kV급 선로이고, 번 선로는 138kV급 선로이다. 따라서 번과 번
선로의 경우는 해당선로를 AC에서 HVDC로 전환하는 경우, 상호간의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지만, 번 선로의 경우 항상

230/138kV 전압을 변성하는 변압기를 통하여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 받

으므로, 이로 인한 상호영향의 상대적 감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의 검토를 통하여 계통분할의 가중지수는 단락비(SCR) 보다는 연

결된 모선의 단락용량의 절대값이나 동일 전압급이냐의 여부가 상호간의

영향을 증폭하는 계통분할가중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의 [표6-11]에서 살펴 본 계통분할 확대지수는 2개 선로씩 전

환했을 때, 나머지의 선로의 계통분할지수값 변동으로 산정하는 방식보

다는 전체 선로가 모두 AC선로에서 HVDC로 전환되었을 때의 계통분

할지수 상승의 값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실제로 3

개 선로보다 많은 선로를 동시에 검토할 때, 2개씩 3개씩 짝을 지워가면

서 각각을 검토하기 보다는 개별선로별로 검토한 후 모든 선로를 한꺼번

에 AC에서 HVDC로 전환한 후, 개별 계통분할지수와 동시 전환시 확대

지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란 판단된다.

6.4 SCR과 MIIIF을 이용한 계통분할 지수 비교

상기의 6.2절과 6.3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3개 선로에 대한 SCR값

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통분할지수(SPISCR)값과 MIIF를 이용한 계통

분할지수 값을 비교분석해보면, SPIMIIF값과 SPISCR유사한 경향을 보이지

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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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명
용량

[MW]

AC 연결시
SPISCR SPIMIIF단락용량

[p.u.]
단락비
(SCR)

Austen
750

27.25 5.45
1.733 1.332

Bates 28.51 5.70

Arne
2000

28.25 1.41
0.645 0.993

Barton 32.46 1.62

Alder
500

11.67 2.33
1.504 1.415

Baffin 17.51 3.50

[표 6-15] SPISCR과 SPIMIIF값 비교

즉, AC선로를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지수(SPISCR)가 가장 큰,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계통분할 효과가 큰 선로는 SPIMIIF값 산정시는

Alder-Baffin 송전선로였으나, SPISCR은 Austen-Bates 선로가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Arne - Barton 선로가 계통분할지수가

가장 작다는 것은 SPIMIIF와 SPISCR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두 값(SPISCR or SPIMIIF)중 어느 것이 더 정확히 계통분할의

정도를 나타낼 것인가하는 부분은 계통분할효과를 검토하는 목적을 떠올

려보면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계통분할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것은 국내계통 등에서 단

일 계통을 과도하게 큰 계통의 운영으로 인하여 Cascading에 의한 광역

정전(Blackout)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계통을 적절한 규모로 분할하는 것

이다. Cascading에 의한 광역정전은 송전선로 계통에서는 과도한 고장전

류로 인하여 차단기의 차단능력을 초과할 경우 인근 계통으로 고장이 파

급되는 상황이므로 계통분할을 통하여 고장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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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계통분할 목적의 관점에서 SPISCR과 SPIMIIF값을 비교하여 보면,

SPISCR값이 SPIMIIF값보다 계통분할의 효과를 보다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PIMIIF값의 경우, AC선로일때와 HVDC선로 일때의 전압변동의 영향

을 상호비교하는 방법으로서 직접적인 고장전류나 단락용량 등이 아닌

간접적인 지표를 활용한 계통분할 효과 검증방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SPISCR값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HVDC전환에 따른 단락용량의 저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SPISCR값이 해당 모선의 단락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것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Alder-Baffin 선로와 Austen-Bates 선로의 단락비(SCR)

와 SPISCR값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락비(SCR)이

큰 선로인 강한계통의 경우 이를 AC에서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

할효과가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계통분할효과를 나타내는 계통분할지수는 본 논문에서는

SCR(Short Circuit Ratio)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SCR)을 적용하도록 한다.

6.5 국내계통에의 적용

상기의 6.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통분할지수는 MIIF를 이용한 계

통분할지수(SPIMIIF)보다는 단락비(SCR)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SCR)이

보다 정확하게 AC선로를 HVDC로 전환했을 경우의 계통분할효과를 표

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상기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계통에 대하여 적용하

는 방안에 검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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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계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선로를 대상으로하여 AC를 HVDC로 전환할 것인가는 [15]에서 제시한 방

안인 전국을 3개의 지역으로 구분토록하고, 특히 수도권에 공급하는 6개

융톤선로에 대하여 HVDC로 전환하는 선로로 선정하여 각각 선로의 계통

분할 효과를 검토하였다.

선로명
선로
전압
용량

AC 연결시 HVDC 전환시 HVDC
동시전환시

단락
용량
(p.u.)

SC
R

1회선 2회선
단락
용량 SPI 단락

용량 SPI 단락
용량 SPI 가중지수

AAA 765kV

7GW

305.5 4.2 290.9
0.69

238.9
2.42

187.7
3.13 1.30

BBB 224.2 3.1 188.5 114.6 113.5

CCC 765kV

7GW

363.5 5.0 323.4
1.05

240.8
3.29

192.0
4.07 1.24

DDD 383.3 5.3 346.7 266.5 258.4

EEE 345kV

1GW

222.3 20.4 189.9
6.75

186.2
11.93

153.2
15.04 1.26

FFF 181.3 16.6 140.2 87.4 86.5

GGG 345kV

2GW

262.2 12.1 233.8
2.46

183.3
6.96

148.5
9.08 1.30

HHH 285.2 13.1 260.4 213.1 201.9

III 345kV

2GW

269.8 12.4 252.3
2.10

215.9
5.90

162.5
8.48 1.44

JJJ 203.3 9.4 175.2 129.3 126.6

KKK 345kV

2GW

155.3 7.2 144.3
1.25

120.2
3.71

114.8
4.03 1.09

LLL 130.1 6.0 114.0 84.7 83.0

[표6-16] 수도권 융통선로의 계통분할지수 산정결과

상기의 [표6-15]는 수도권 6개 융통선로에 대하여 AC로 운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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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를 HVDC로 전환되었을 경우 계통분할지수를 구한 결과이다. 여기서

는 모든 선로가 2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개별선로별로 1회선만

HVDC로 전환했을 경우와 2회선을 HVDC로 전환했을 경우, 그리고 6개

선로 모두를 HVDC로 전환했을 경우의 계통분할지수를 산정하였으며, 6

개 동시전환했을 경우의 계통분할 가중지수 또한 산정을 하였다.

결과를 보면, 1회선이든 2회선이든 개별 선로별로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 효과가 가장 큰 선로는 345kV EEE-FFF 선로라고 할 수 있

다. 그 다음으로는 345kV GGG-HHH 선로와 345kV III-JJJ 선로 그리고

345kV KKK-LLL 선로의 순이었다. 765kV 선로의 경우 오히려 345kV 선

로보다 계통분할의 효과로 보았을 때, 단락용량이 저감하는 절대량은 컸

으나, 송전용량이 커서 계통분할지수로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값을 산출

이 되었다.

개별선로별로 HVDC로 전환했을 때와 달리 여러선로를 동시에 HVDC

로 전환했을 때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통분할 가중지수의 경우는 상대적으

로 345kV급 보다는 765kV급 선로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전

히 345kV급 선로의 가중지수값이 크기는 하지만 765kV급 선로와의 차이

는 크지 않았다.

이는 6.3.4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통분할지수는 단락비(SCR)와 상관

관계가 크지만, 계통분할 가중지수의 경우는 단락비(SCR)보다는 전압급과

단락용량의 절대 값에 비례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수도권 6개 융통선로를 모두 HVDC로

전환할 경우, 1개의 선로만을 HVDC로 전환할 경우는 당연히 계통분할지

수가 가장 큰 345kV EEE-FFF 선로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1개의 선로

가 아닌 2개 이상의 선로를 동시에 HVDC로 전환하거나, 혹은 개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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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씩 HVDC로 전환할 경우 두 번째 HVDC 대상선로는 개별적으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 효과가 두 번째인 345kV GGG-HHH 선로보다는

345kV III-JJJ 선로를 먼저 HVDC로 전환하는 것이 계통분할 측면에서는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상기의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선로를 AC에서

HVDC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별선로를 AC에서 HVDC로 전환하는 경우

와는 달리, 전환된 HVDC 선로간의 상호영향의 증대인 계통분할 가중효

과를 고려하여야만 보다 정확한 계통분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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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향후과제

7.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이 단일 계통으로 구성된 국내 계통의 특성을 검토

하였으며, 이러한 단일 계통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전력수요와 발전력간의 불균형에 의하여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대규모 단일 계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설비의 지속적인 병

렬증설이 임피던스의 저감으로, 이 임피던스의 저감이 고장전류의 증가

로, 그리고 이 고장전류의 증가는 캐스케이딩에 의한 광역정전(Blackout)

의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음을 검토하였다.

광역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과

여러 유사 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중에

서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적용으로 계통을 분할하여 광

역정전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여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HVDC의 역사 및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HVDC의 고장전

류인 무효전력을 전송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계통을 분할 할 수 있

는 방안을 적용키로하고, HVDC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신규로 AC 계통

에 HVDC를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AC가 운영되고 있는 선로에 철

탑을 그대로 두고 HVDC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다.

AC선로를 HVDC로 전환할 경우, AC 선로의 운전조건에 따라서

HVDC로 전환할 경우 계통분할효과가 각각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통분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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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의 AC와 HVDC간의 상호영향을 나타내던 지표인 SCR (Short Circuit

Ratio), MIIF (Muliti-Infeed Interaction Factor) 그리고 CFII

(Commutation Failure Interaction Factor)를 검토하였으며, 이중에서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MIIF)와 SCR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SPISCR)를 각각 검토하였다.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검토하는 경우, AC를 HVDC로 전환 할

경우 Rectifier단과 Inverter단간의 전압변동의 상호영향을 검토하는 방식

이었으며,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는 HVDC 전환 전․후의 양단간

의 단락용량(SCC, Short Circuit Capacity)의 변동양상을 검토하는 방식

이었다. 실제 Simulation결과 MIIF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SPIMIIF)는 전

압의 변동이 AC 선로를 HVDC로 전환하는 것 이외의 다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SCR을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SPISCR)는 당초 HVDC 적용을 통하여 고장전류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게 계통분할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R (Short Circuit Ratio)를 이용한 계통분할지수

(SPISCR)가 AC를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의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계통해석프로그램(PSS/E)를 활용하여

IEEE RTS-96 테스트 시스템에 적용하여 계통분할 효과를 검증하였다.

Simulation을 통하여 AC를 HVDC로 전환할 경우, 계통분할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통분할지수(SPISCR)를 산정하여 본 결과, 개별선로별로 AC를

HVDC 전환 할 경우는 계통분할지수(SPI)가 단락비(SCR)와 비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수의 선로를 동시에 HVDC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별선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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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HVDC 전환선로간에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계통분할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계통분할 가중지수라는 명칭으로 추가 검토를 시행하였다.

계통분할 가중지수는 개별선로별로 HVDC로 전환했을 때, 계통분할지

수(SPI)가 단락비(SCR)와 비례관계를 보이던 것에 비해, 계통분할 가중지

수는 전압급이나 해당계통의 단락용량의 절대값에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검토한 계통분할지수(SPI)와 계통분할 가중지수를 국내계통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중에 특히 수도권 융통 6개 선로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 결과 개별선로별로 HVDC로 전환하였을 경우와 6개선로

동시에 전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통분할지수와 가중지수를 산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계통에 적용시 개별선로별로 HVDC전환시와 2

차, 3차로 HVDC 전환할 경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7.2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국내계통의 특성을 분석과 그런 계통 구성이 불가피하

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국내계통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대규모 단일

계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장전류 증가와 광역정전(Blackout)의

대책으로서 계통분할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AC선로를

HVDC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계통을 분할하는 방안으로서 HVDC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선로를

AC에서 HVDC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지

수를 이른바 ‘계통분할지수(SPI, System Partition Index)’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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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분할되는 계통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

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계통

의 경우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을 3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되어 있고, 혹은 수도권을 하나 더 나누어 4개로 나누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렇게 나누었을 때, 하나의 계통규모가 어느정가 적정한

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통을 분할할 때 단일 계통으로서 규모가 어느 정도로 구성하

는 것이 광역정전(Blackout)을 예방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향후 연구과제이다.

단일계통의 규모와 관련하여 척도없는네트워크 (Scale free Network)가

어느 정도의 Insight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Scale-free Network

은 인터넷, 전력계통, 비행기 노선 등 자연발생적 네트워크들의 노드마다

의 연결선로인 링크의 개수를 Count했을 때, 대다수의 노드는 매우 작은

개수의 노드를 가지나, 그 중 허브라 불리는 적은 수의 노드에는 매우 많

은 링크가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개략적으로 멱함수 분

포(Power-law Distribution)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분포는 흔히 사용하는 정규분포의 평균,

표준, 분산 등의 Scale을 가지고 그 분포의 상태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Scale-free Network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전력계통 또한 척도 없는 네트

워크(Sclae-free Network)라고 알려져 있다.

척도없는 네트워크 특성을 따르는 시스템에서, 계통 견고성은 네트워

크 노드들 간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과 연관되어 있고, 상호연

결성이 큰 네트워크는 Cascading Failure의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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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의 연과과제로서, 어떤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전력계

통이 어느 정도의 상호연결성을 가지고 구성될 때, 계통견고성을 충분히

가지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면, 하나의 계통을 어느 정도의

계통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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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System Partition

Effect using HVDC in HVAC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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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system consisting

of a single system across the country were reviewed, and it was

shown that the unbalance between the power demand and power

genera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is

inevitable. and it is due to the inevitable reason to compose such a

single system.

The problem arising from a single large-scale system is that the

continuous parallel expansion of the facility results in a decrease in

impedance, the decrease in this impedance results in an increase in

the fault current, and the increase in this fault current is the

possibility of a blackout due to cascading. It was reviewed that there

is no choice but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 bla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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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measure to prevent systemwide blackout, the measures that

are in place in the field and those proposed in several similar studies

were examined. Among them, a plan to prevent system-wide blackout

by dividing the system by applying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was investigated.

To this en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HVDC have been

reviewed, and a method to divide the system using the characteristic

of not transmitting reactive power, which is the fault current of

HVDC, is applied. In applying HVDC, HVDC Rather than the

method of installing the existing AC, it was focused on the method

of applying HVDC with the steel tower as it is on the line.

In the case of converting AC lines to HVDC, depending on the

operating conditions of AC lines, the effect of system partition is

likely to be different, 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index representing the degree of the system partition.

In calculating the system partition index (SPI), SCR (Short Circuit

Ratio), MIIF (Muliti-Infeed Interaction Factor), and CFII (Commutation

Failure Interaction Factor), which are indicators that represent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AC and HVDC, and among them, the

systemic partition index using MIIF (SPIMIIF) and the systemic division

index using SCR (SPISCR) were reviewed, respectively.

In the case of reviewing the system partition index using MIIF,

when converting AC to HVDC, the mutual effect of voltage changes

between the rectifier and inverter stages was reviewed. Reviewing

changes in SCC (Short Circuit Capacity) is the other metho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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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actual simulation, it was found that the SPIMIIF using MIIF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other factors other than AC lines voltage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ystem division index (SPISCR)

using SCR indicates the degree of system partition faithfully to the

purpose of reducing fault curr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HVDC.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concluded that the system partition

index (SPISCR) using SCR (Short Circuit Ratio) accurately expresses the

degree of system partition when AC to HVDC is converted. And

applied to the IEEE RTS-96 test system to verify the effect of system

partition.

When converting AC to HVDC,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system

partion index (SPISCR), which represents the degree of system division,

shows that when converting AC to HVDC for each individual line,

the system division index (SPI) has a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short-circuit ratio (SCR).

However, switching multiple lines to HVDC at the same time

showed a different pattern from that of switching for each individual

line, which was confirmed to increase the system partition effect while

mutually affecting the HVDC conversion lines. In this study, an

additional review was conducted under the name of the systematic

partition weighting index.

The system partition weighting index is proportional to the absolute

value of the voltage class or the short circuit capacity of the

corresponding system, whereas the grid division index (SPI) showed a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the short circuit ratio (SCR)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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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ed to HVDC for each individual line.

The system partition index (SPI) and the system division weighting

index reviewed in this way were reviewed for domestic systems, and

among them, six tie-line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 system partition index and weighted index were

calculated by switching to HVDC for each individual line and by

simultaneously switching to 6 lines. Based on this result, priorities for

HVDC conversion for each individual line and for the second and

third HVDC conversion when applied to domestic systems were

presented.

Keywords : SPI (System Partition Index),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Fault current, SCR (Short Circuit Ratio)

Student Number : 2019-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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