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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cording to the 4th BPE(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Electricity demand of Jeju island in 
2012 will be reached to 682MW. Jeju island will be faced with severe 
shortage of electricty, also needed to find transport route to supply 
green energy which will be made from "Carbon free island" energy 
policy  toward land at that time. For that reason, The plan which 
construct 400MW size HVDC connection line was decided for 
potential supply stabilization and transportation of green energy.
  KEPCO organized special construction office not only to observe 
the successful project completion which aims 2011 December but also 
to build up professional manpower. KEPCO is putting spur to the 
HVDC project these days. Construction site of converter stations has 
been already confirmed and contracts of cable, converter have done 
as per turn-key early this year.
  On this report, we would like to discuss about project scheme, 
main characteristics of system, and the furture progress plan of 
"Jindo～Jeju HVDC construction project expecially converter station 
part" which is being pushed by KEPCO.

1. 서    론

  해남～제주간 1차 HVDC 시스템이 1998년 상업운 한 이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력수요가 매년 증하고 있으며 2012년에
는 공 능력 809MW, 최 수요 약 682MW로 제주지역의 정 비율 유
지에 어려움으로 력수 에 차질이 상되고 있으며, 한 제주지역 
력계통 특성상 용량발 기 탈락에 따른 주 수 하, 력수요의 40%
를 공 하고 있는 1차 HVDC의 탈락에 따른 역정  가능성 내재 등
으로 인해 이에 한 책마련이 시 한 실정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Carbon Free Island" 략을 기본에 지 정책
으로 하여 신재생 에 지원의 공 을 확 하고 이를 통해 잉여 력을 
육지로 공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진도지역은 녹색에 지 메카 진도
건설이라는 비 으로 조류, 태양 , 풍력발  등 탄소 녹색성장을 
한 신재생에 지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부하증가에 비한 력공  능력 확보와 취약한 
제주계통의 안정성 향상, 그리고 진도와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녹색에
지의 육지공 을 한 력망의 확충과 확보를 해 장기 인 력계통 
구성방안으로 200MW 2회선의 진도～제주간 직류연계 건설사업을 2011
년 12월 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변환소 2개소 건설과 
해 이블 설치  보호공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라남도 진도와 제주도 제주시 서쪽에 각각 건설되는 
변환소에 한 건설개요를 다루고자 하며, 환경친화, 자동화, 첨단화를 
슬로건으로 Green & Smart한 변환소를 건설하여 성공 으로 2차 
HVDC Project를 완수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변환소 건설 추진개요

  진도와 제주를 연계하는 2차 HVDC 사업은 고품질의 안정 인 력
공 이라는 한국 력공사의 기본책무를 이행하는 목 뿐만 아니라 진도
지역의 비 인 “녹색에 지 메카건설”을 통해 신재생에 지로 력의 
자 자족과 여분의 녹색에 지 육지공 을 한 송 망 확충과 국제 
공도시로 발돋움 하기 한 제주지역의 에 지 략인 녹색에 지 육지
공 을 한 수송로 확보도 목 으로 하고 있어 기반시설로서의 지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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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생,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변환소 건설을 한 사업추진 경 는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역개발 가능성이 으며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 ․군 지장유무 조회를 통해 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을 한 정부 의 에 있으며, 공기 부족으로 인한 Risk를 사
에 제거하기 해 건설사무소를 지에 배치하고 민, 과의 맞춤형 
응 략을 시행하며 기건설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기

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한 후 입찰사와의 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하는 국제입찰방식으로 년 3월 우선 상 상자인 AREVA T&D사와 
1,452억원에 변환설비에 한 계약이 체결되면서 본격 인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다.
  주요 추진계획은 2010년 6월까지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고, 이후 2011
년 상반기까지 기자재를 제작하여 각 변환소로 운반할 정이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본격 인 변환설비 설치작업을 시행하고 시험과 시운
을 완료한 후 12월 2차 HVDC 시스템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HVDC 시스템 2차 HVDC 건설이 공된 이후 노후화  비
품 단종에 따른 공 신뢰도 하와 시스템의 안정운 을 목 으로 기존 
1차 HVDC의 보호․제어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추진하여 변환소의 무인 
자동화 운 은 물론이고 1차와 2차 시스템의 통합운 도 가능하도록 추
진할 계획이다. 기존 #1 HVDC에 한 성능개선 기간은 1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2.2 변환소 주요특징

  진도와 서제주에 건설되는 변환소는 직류 압 ±250kV, 정격 력 
200MW인 두개의 변환극(Pole)으로 총 400MW의 용량으로서 기존 1차 
해남과 제주(동쪽) 변환소의 ±180kV, 150MW 2Pole보다 큰 용량으로 
건설된다. 그리고 변환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환기는 사이리스터 
소자인 SCR을 사용한 류형 변환기(CSC : Current Source Converter)
를 채택하 다. 그 이유는 제주계통의 경우 력공 원  HVDC가 단
설비로써 차지하는 비 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이 요

시 되었다. 류형 변환기는 이블 1선 고장시도 양극 운 으로 정상
인 력공 이 가능하고, 2선 고장시도 단극 운 이 가능하다. 즉 N-2
가 가능한 변환기 형식인 반면에 압형 변환기(VSC : Voltage Source 
Converter)인 경우, 이블 1선 고장시는 단극 운 , 2선 고장시는 운
이 불가하다. 한, 실증운  사례가 상 으로 어 신뢰성 측면에서
도 검증된 류형 변환기(CSC)가 안정 인 력공 을 주목 으로 하
는 2차 HVDC 시스템에 합하다 할 수 있다.

<그림 1> 1, 2차 HVDC 시스템 비교
  그림 1은 1차와 2차 HVDC 시스템의 정격을 비교하 다. 정격 압과 
용량이 차이  외에 해수귀로 방식을 사용한 1차 HVDC 시스템은 단극
(Monopole) 운 시 식 상과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극선로 고장시
의 시스템 운 불가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었으나, 2차 HVDC 시스템
은 도체귀로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해수귀로 방식의 문제 을 완 히 해
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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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2차 HVDC 시스템 회선구성 비교
  그림 2는 1차와 2차 HVDC 시스템의 회선구성을 비교하 다. 1차 
HVDC 시스템은 양극(Bipole)과 단극(Monopole)의 운 방식이 있다. 정
상시는 양극으로 정격용량인 300MW까지 운 이 가능하나, 이블 1선 
고장시는 단극으로 정격의 50%인 150MW만 력공 이 가능하다. 반면
에 2차 HVDC 시스템은 력 이블 2선, 귀로 이블 2선 총 4선의 이
블로 구성되어 이 단극(Double Monopole), 양극(Bipole), 단극
(Monopole)의 운 방식이 가능하여 이블 1선 고장시도 양극 운 에 
의해 정상 으로 정격용량인 400MW까지 력공 이 가능하고, 이블 
2선 고장시도 정격용량의 50%까지 력공 을 할 수 있다.
  이로써 만에 하나 있을 장기간의 복구시간이 요구되는 이블 사고시
도 아무런 지장없이 시스템 운 이 가능하도록 회선을 구성하여 2차 
HVDC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이라 하겠다.

2.3 변환소 주요성능

  2.2.1 주회로 구성
  보통의 HVDC 연계는 양극(Bipole)로 운 되며, 상황에 따라 속귀로
선(Metallic Return), 력 이블(Pole Line), 환모선(Transfer Bus)을 
사용하여 단극(Monopole), 이 단극(Double Monopole), 양극(Bipole)으
로 운 할 수 있게 되며, DC회로의 배치도 이에 따라 구성하고 각 극
(Pole)과 이블의 정비를 한 단로기와 지단로기 그리고 운 방법 
변경을 한 환모선이 설치된다. 한 DC Switchyard는 실내에 배치
하고 밸  홀(Valve Hall)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게 된다.
  양극과 이 단극 구성의 정격 력은 400MW이며 단극 구성의 정격
력은 200MW이다. 정격 극(Pole) 압은 ±250kV, 정격 극(Pole) 류는 
800A, 최소 력은 정격 력의 10%이며, 력조류는 진도에서 제주로 제
주에서 진도로 계통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송 이 가능하게 되며 송
력의 크기는 정격 력의 10%부터 체 과부하 용량까지 조 이 되

도록 구성된다.

  2.2.2 변환기 제어
  정상  비정상 상태에서도 각 변환기는 만족할 만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주 수 변동, 칭 혹은 비 칭 으로 감소된 계통 압, 과도 
AC시스템  DC선로의 고장 그리고 AC 주 수가 30Hz로 낮아질 때를 
고려하여 제어시스템은 설계된다.
  제어시스템은 양 변환소의 장제어실과 센터에서 제어와 감시 
뿐만 아니라 제어값의 설정치 변경과 조류역 을 수행하고 감시하게 된
다. 그리고 통신선을 포함한 제어장치의 모든 주요 부분들은 이 (주/
비) 구조이며 자동운 과 자동운 이 불가능한 상황 는 정비, 시운 , 
시험을 한 운 자에 의하는 수동운 이 가능하도록 설계 된다. 한 
신설 #2 HVDC와 기존 #1 HVDC 제어시스템은 AC계통의 조건에 따라 
상호 간섭없이 통합운 이 가능한 기능을 구비하며 이에 따른 기능은 
시스템의 운  시작과 정지, 시스템간 력/ 류 명령의 계산과 송 , 
다른 제어  구성 모드 사의의 원활한 변경, 고장시 양 시스템의 보호
조이다.

  2.2.3 손실 및 기타
  각 변환소의 부하손실은 정격 력의 0.8% 이하로 양극 모드에서 
3.2MW, 단극 모드에서 1.6MW 이하가 되도록 하고, 무부하 손실은 정
격 력의 0.1% 이하로 양극 모드에서 0.4MW, 단극 모드에서 0.2MW 
이하가 되도록 한다.
  한, 변환설비 소음으로 인한 환경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한 소음
책으로 소음 기기의 채용과 음원의 차단과 염해(태풍이나 폭우로 인
한 속한 오염 포함)로 인한 설비의 운  지를 방지하기 한 책
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 할 계획이다.

2.4 변환소 주요기기

  2.4.1 기기배치 기본방향
  변환소내 기기가 배치되는 건물은 DC Switchyard, 변환기, 변환용 변
압기  콘크롤룸을 한 DC동, AC Filter를 한 필터동, 그리고 
154kV AC계통과의 연결을 한 GIS동 등 총 3개의 건물로 구분되며, 
진도와 제주의 지역  특성과 부합되는 환경친화형 무인변환소를 건설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체와 쿨러가 분리된 송유풍냉식 변환용 변압기
와 체 건축면 의 약 50%를 유하는 필터 건물로 인한 건폐율 제약
으로 일부 설비의 옥외배치가 불가피 함에 따라 방음을 고려한 No 
Roof형 건축물과 주 환경과 조화되는 조경 구성 등으로 이를 해결할 
정이다.

  2.4.2 사이리스터 변환기(Thyristor Valve)
  변환설비의 핵심으로 직류와 교류를 상호 변환시킨다. 육지 측 교류 
154kV를 직류 250kV로 변환하여 송 한 후 반 편 밸 에서 다시 교류 

154kV로 변환하여 제주측 계통에 연계 한다. 조류를 반 시켜 역 송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사이리스터  련 부품들은 열에 매우 
민감한 소자들이다. 따라서 한 냉각장치를 구성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밸   냉각 시스템의 주회로는 미네랄이 제거된 
수냉각 형식으로 water- to-air 열 교환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격 
압내력 8.5kV, 최  류내력 3000A 이상의 사이리스터로 48개의 사

이리스터 밸 를 설계할 계획이며, 행거형 타입으로 설치될 정이다.

  2.4.3 변환용 변압기(Converter Transformer)
  변환용 변압기는 직, 교류 변환 과정의 핵심 부분으로 각 변환소에는 
Pole 당 1 씩 설치되어 있다. 계통 압을 사이리스터 정격에 합한 
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사이리스터 류(轉流)시 류치를 
제한하는 Reactance 역할도 수행한다. 변압기는 유입형으로써 변환용 
삼상 3권선 변압기가 사용된다. 부하시 탭 환장치(On Load Tap 
Changer)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압을 조정함으로써 변환기의 효율
인 동작을 유지하게 된다. 정격용량 251/125.5/125.5MVA의 3상3권선 송
유풍냉식 변환용 변압기를 설계할 계획이며, 극(Pole)당 1 가 설치되고 
서제주변환소에 고장 시 속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비변압기 1
가 구비되어 진다.

  2.4.4 AC 필터(AC Filter)
  컨버터 운  시 발생하는 고조 는 방해, 연계된 설비의 과열, 공
진으로 인한 과 압, 컨버터 control의 불안정 등의 향을 일으킨다. 따
라서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AC 필터를 설치하여 고조 를 시스템에
서 감소시켜야 한다. 한 컨버터 운   흡수되는 무효 력을 보상하
기 해 무효 력을 공 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AC 필터를 설계할 
때는 정상 동작 상태에서 HVDC 링크에서 소비되는 무효 력을 고려하
여 AC 계통의 불평형 무효 력이 최소화 되도록 필터 뱅크의 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재 진도변환소에는 51Mvar 4조, 서제주변환소에는 
42Mvar 6조로 설계되어 설치될 계획이다.

  2.4.5 평활 리액터(Smoothing Reactor)
  평활 리액터는 사이리스터에서 정류된 DC 류의 리 을 평활하여 
깨끗한 류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한 류(轉流)실패
(Commutation Fail)시 사이리스터 밸 로 유입되는 류를 제한하거나, 
Surge Arrester에서 사이리스터 밸 로 흐르는 방 류를 제한하여 사
이리스터 밸 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평활 리액터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인버터측의 기
인 By-pass 는 DC 이블이나 시스템의 고장 시 증가하는 류를 

감쇄하고 정상 운  발생하는 과 류  고속반 과 련된 스트 스
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결    론

  지 까지 변환소건설 추진 황과 번 #2 HVDC에 용 될 주요기기
에 하여 언 하 다. 재 번 사업의 변환설비 주자재 계약사인 
AREVA T&D사에서 사업계획과 사  Study 등 시스템 설계를 한 
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 발주사인 한국 력공사에서는 보다 나은 품
질의 HVDC시스템의 건설과 향후 운 과 정비를 고려하여 설계기술 습득
과 운   정비기술 습득을 해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1 HVDC는 1998년 상업운 한 이후 많은 정 사고가 발생하 으나 
이는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계통의 취약성도 원인으로 작용하
다. 하지만 HVDC의 부하 추종으로 인하여 더 많은 정 사고를 방

하 다는 것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력공사에서는 국내 최 로 건설된 HVDC의 고장 최소
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술력확보와 
문가 양성, 나아가 해외진출이 가능한 수 까지 문기술을 육성하고자 
개인별 단계별 맞춤형 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번 진도～제주간 2차 HVDC 건설사업은 력공 능력 확보와 고품
질의 안정 인 력공 이라는 목  뿐 만 아니라 진도  제주지역의 
발 계획과도 부합하는 그린에 지 수송로를 건설한다는 요성을 가지
고 있다. 이에 1차 사업 건설과 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오류 Zero화를 
통해 환경친화, 자동화, 첨단화(3化 주의)를 슬로건으로 Green & Smart
한 변환소를 건설하여 성공 으로 2차 HVDC Project를 완수함으로서 
탄소 녹색성장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육지의 3배인 제주지
역 력단가로 인한 력수지 자를 폭 개선하며 한, 진도와 제주
지역을 첨단 력설비 인 라가 구축된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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