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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C 그리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AC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하
거나 차단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보호 계전기의 정정 등에 고장 전류값
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고장 전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DC 그리드의 내에서의 고장 전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SCAD/EMTDC를 이용하여 Point-to-Point VSC HVDC 그리드
를 구성하여 Pole 상태 및 고장 종류에 따른 DC 그리드의 고장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전력전자 소자의 발전으로 인하여 HVDC 시스템에 대
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와 전력 조류제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압형 HVDC는 신재생에
너지원의 발전 위치적 특이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Point-to-Point 형태의
HVDC에서 여러 개의 HVDC를 연결하는 멀티터미널 HVDC의 필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거리 직류송전의 경우는 단일
Link에 의한 Point-to-Point 방식으로 송전하고 있어 해당 전력 변환장
치 자체로 송전 선로 상의 지락과 같은 단락사고를 보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별도의 송전설비 보호를 위한 사고전류 차단용 직류 차단기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직류 전원계통이 다수의 Link
가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되는 직류 송전계통의 그리드화의 필요성이 높
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직류 송전라인에 연결된 변환소에서 고장 발생
시, 고장 난 변환소를 직류 송전라인에서 신속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DC의 특성상 기존의 AC 차단기와는 다르게 수 ms 이내에 신속히 차단
동작을 수행 할 수 있는 고속 DC 차단기가 필요하다.
DC 그리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DC 그리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AC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전압형 컨
버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DC 고장 전류 중단 기술이 상업적으
로 가용하지 못한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공송전선로는 자연재해
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에 발생
하는 고장으로는 1선 지락, 2선 지락, 3선 단락 및 단선 등이 있으나 1
선 지락사고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하거나 차단
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보호 계전기의 정정 등에 이들 고장 전류값이 사
용되기 때문에 송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만한 크기
의 지락전류 또는 단락전류가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TDC 그리드의 고장해석을 위한 선행 연구
로 DC 그리드 내에서의 고장전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SCAD/EMTDC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Point-to-Point VSC
HVDC 그리드를 구성하였다. 또한, 구성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Pole 상태 및 고장 종류에 따른 DC 그리드 고장특성 연구를 수행하였
다.

2. 본    론

  2.1 HVDC Converter
DC 그리드는 전력전송이 교류방식이 아닌 직류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력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다수의 DC 변환소가 하나의 DC로 연결된
다. 본 논문에서 HVDC Converter는 2-터미널로 구성하였다. 또한,
HVDC Converter는 Half-Bridge 서브모듈을 이용하였으며, 1차측은
380kV, 2차측은 145 kV, DC Link 전압은 Monopole HVDC는 ±200kV,
Bipole HVDC는 ±400 kV로 구성하였다. 또한, 양측 모두 800MVA로 운
전모드는 1차측은 무효전력은 0, DC 전압은 1pu로 2차측은 전압과 주파
수 제어모드로 설정하였다.

  2.2 선로
선로종류에 따른 Point-to-Point HVDC의 DC 고장 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로 모델은 지중선로와 가공선로로 각각 200km 길이로 구성하
였다.

  2.2.1 Cable
DC Cable 모델은 ABB사의 “XPLE Land Cable Systems User’s

Guide”의 파라미터를 참조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320kV XLPE
single core DC cable을 이용하였으며, <그림 1>은 DC Cable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파라미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 DC Cable

  2.2.2 Overhead Line
DC 지중선로 모델은 monopole 방식의 경우 Duplex Bluebird

ACSR 2×2156 MCM, bipole 방식의 경우 Dupplex Joree ACSR 2×2515
MCM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2>는 DC 지중
선로의 구성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Pole의 DC 저항은 monopole의 경우
0.0133Ω/km를 bipole의 경우 0.0112Ω/km로 설정하였다.

<그림 2> DC Overhead Lines

  2.3 Simulation
DC 그리드에서의 고장해석을 위해 PSCAD/EMTDC 툴을 이용하여
Point-to-Point VSC HVDC 그리드를 구성하였다. 또한, 구성된 시뮬레
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Pole 상태 및 고장 종류에 따른 DC 그리드 고장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우선 Pole 상태는 Monopole과
Bipole로 구분하였으며, 고장 종류는 1차측과 2차측에 단상과 삼상고장,
DC 고장을 분류하였다.

  2.3.1 Pole 상태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Point-to-Point DC 시스템에서 Cable을 이용한 Monopole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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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le 방식의 VSC HVDC로 모델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으며, <그림 3>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Monopole의 DC
Link는 400kV, 고장전류는 최대 18.5kA까지 증가하였으며, Peak까지 시
간은 약 12.5ms가 소요되었다. Bipole의 DC Link 전압은 800kV로 고장
전류의 Peak는 27.5kA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12.5ms가 소요되었다.

<그림 3> Pole 종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2.3.2 선로 상태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Point-to-Point DC 시스템에서 Monopole 방식에서 선로의 상태를

지중선로와 가공선로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4>
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Cable 모델의 고장전류는 최대
18.5kA까지 증가하였으며, Peak까지 시간은 약 12.5ms가 소요되었다.
OHL 모델의 고장전류는 최대 18kA까지 증가하였으며, DC 전압의 경우
OHL 모델에서는 순간 0kV로 감소하다 다시 400kV 근사값에 도달하였
다. 또한, Cable 모델에 비해 OHL 모델은 #2차측의 반응속도가 느리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 선로상태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2.3.3 고장 종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Point-to-Point DC 시스템에서 Monopole 방식에서 고장 종류에 따

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5>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고 상단부터 1차측 단상, 삼상 고장, 2차측 단상, 삼상 고장을 나
타낸다.

<그림 6> 선로상태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TDC 그리드의 고장해석을 위한 선행 연구로 DC
그리드 내에서의 고장전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SCAD/EMTDC 시
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Point-to-Point VSC HVDC 그리드를 구성하였
다. 또한, 구성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Pole 상태 및 고장 종류
에 따른 DC 그리드 고장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DC
Fault의 경우 Pole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선로상태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는 Cable 모델에 비해 OHL 모델의 #2
차측 반응이 다소 늦게 반응하고, DC 전압값의 변동이 심한 것을 확인
하였다. 향후 다양한 사례연구 및 자료수집 및 수치해석 등을 수행하여
각 반응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1년도/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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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010203010/No. 201340302003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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