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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시스
템의 과도시 HVDC 제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컨버터 제어방식을 변형한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은 PSCAD/EMTDC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AC계통의
고장을 모의하여 그 제어 효과를 보였다.

1. 서    론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 시
HVAC(High voltage alternate current)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며, 대용
량 전력 전송이 가능 등의 많은 장점으로 인하여 그 적용성이 점차 증
가되고 있으며[1], 해상풍력 단지 및 국가별 계통 연계를 위한 HVDC
시스템이 증가될 전망이다[2].
한편, 이러한 HVDC 시스템의 많은 적용은 HVDC 시스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연계계통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DC 시스템의 과도시간을 줄이기 위해
HVDC 시스템 내 컨버터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를 이용하여 CIGRE Benchmark
HVDC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AC계통의 고장발생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HVDC 제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컨버터 제어
방식을 변형한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은 적용시와 미적용시 시스템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검증하고자 한다.

2. CIGRE Benchmark HVDC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HVDC 시뮬레이션 연구에 적합한 모델
로 알려진 CIGRE Benchmark HVDC 시스템을 사용 하였다[3]. 이 시스
템은 mono-polar 500kV 방식을 사용하며 1000MW을 전송한다. 정류기
와 인버터는 12-pulse converter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림 2 같은 제어기
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CIGRE Benchmark HVDC

<그림 2>Converter control block

3.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

그림 3(a)은 일반적인 컨버터 제어동작에 의한 HVDC 운전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류기측은 CC(Constant Current)제어동작과
CIA(Constant Ignition Angle)제어동작이 가능하며, 인버터측은
CC(Constant Current)제어동작과 CEA(Constant Extinction Angle)제어
동작이 가능하다. 정상상태의 경우 정류기측의 CC제어동작과 인버터측
의 CEA제어동작으로 인하여 DC시스템의 운전점은 E로 결정된다. 그러
나 정류기측 DC전압이 감소할 경우 운전점은 다른 운전점으로 이동하
게 된다. 즉, 그림 3(a)에서와 같이 ∆만큼의 전압이 감소할 경우 운

전점은  에서  ′로 이동하는 제어모드 전환이 발생하며 DC전압이 회

복하면서 운전점은  ′→→의 경로 통하여 동작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컨버터 제어동작 특성을 변형
한 것으로 DC전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버터측 DC전압을 순간적으
로 낮게 제어함으로써 DC전류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인버터측 DC전압의 회복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상상태의
운전점을 유지한다. 이는 그림 3(b)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과도

상태로부터  ′→→의 경로를 통하여 회복하는 일반적인 동작특성과

다르게  ′→→→의 경로를 통하여 회복하게 된다. 이때, 제안하는
방법에서 인버터측 DC전압을 낮게 제어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소호각
지령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하다.

(a)일반적인 동작 특성 (b)향상된 동작 특성
<그림 3> 컨버터 제어동작 특성

그림 4는 과도시 HVDC 제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Ÿ 정류기측 와 인버터측의  ,  , 를 측정

Ÿ 정류기측 가 min에 도달하는지 판단

Ÿ 가 min보다 이하일 경우 인버터측 CEA제어기의 소호각 지

령치는 초기 지령치(    )를 유지

Ÿ 가 min을 초과할 경우 인버터가 CC제어로 동작하는지 판단

Ÿ 가 min을 초과하고 인버터가 CC제어로 동작할 경우 인버터

측 CEA제어기의 소호각 지령치 증가(    )

Ÿ 가 min을 초과하더라도 인버터가 CC제어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인버터측 CEA제어기의 소호각 지령치는 초기 지령치
(    )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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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

4.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조건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
림 1의 CIGRE Benchmark HVDC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
을 확인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2초에 0.1초 동안 정류기측 AC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는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 미적용 시 정류기측 와 인버

터측  , 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고장이 발생하기 전 인버터

측은 CEA제어로 동작하며, 2초에 정류기측 AC계통 고장 발생 후 제어
모드가 CEA제어에서 CC제어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
류기측 DC전압의 감소로 인하여 DC전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인버터측
CC제어로 이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후, 2.1초에 AC고장제거로 인하여
정류기측 DC전압이 회복하게 되면서 과도 상태를 거친 후 약 2.315초부
터 정류기측에서 CC제어와 인버터측에서 CEA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5>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 미적용시

그림 6은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 시 정류기측 와 인버

터측  , 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더라도 정상상태에서나 고장동안의 동작특성은 제안하는 제어 알
고리즘 미적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고장으로부터 회복 중에 이

min을 초과하고 인버터가 CC제어로 동작하는 구간에서 인버터측

CEA제어기의 소호각 지령치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어모드
의 전환이 약 2.28초에 발생한 후 정상상태 운전 각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 적용 시 고장제거 후 최종적인
제어모드의 전환 시점이 미적용 시보다 약 0.035초 앞당겨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점호각이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미적용 하였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상상태 회복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 적용시

그림 7은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 적용시와 미적용시 정류기측 AC계
통에 고장이 발생한 후의 인버터측 power 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
하는 제어 알고리즘 적용 전에는 약 2.315초부터 정격출력에 도달 후 오
버슈트가 발생하여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 적용 후에는 정격출
력에 도달 후 상대적으로 적은 오버슈트와 정상상태 도달시간이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VDC 과도시 HVDC 제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정류기측 DC전압 회복시 안정적으로 DC 시스템을 운전할 수
있는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PSCAD/EMTDC를 통해 CIGRE HVDC
Benchmark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정류기측 AC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여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의 효과를 적용시와 미적용시로
비교하였다.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경우 제어모드의 전
환이 미적용시 보다 약 0.035초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
한,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DC 시스템의 전력의 출력변동을 완화시킴으
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1] Thai-Thanh Nguyen, Ho-Ik Son, and Hak-Man Kim, "Estimating
Stability of MTDC Systems with Different Control Strategy,"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vol. 10, no. 2, pp.
443-451, 2015.

[2] N. Flourentzou, V. G. Agelidis, and G, D. Demetriades,
“VSC-Based HVDC Power Transmission System : An overview”,
IEEE Trans. Power Electronics, vol. 24, no. 3, pp. 592-602, 2009.

[3] M. O. Faruque, “Detailed Modeling of GIGRE HVDC Benchmark
System Using PSCAD/EMTDC and PSB/SIMULINK”, IEEE
Trans. Power Delivery, vol. 21, no. 1, pp. 378-387, 2006.

<그림 7> 인버터 power 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