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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anaysis of parallel operated
HVDC and AC transmissions’ transient stability and control analysis
by using PACAD/EMTDC program. We measured and analyzed
power trasfer in case of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including ac, dc
faults to find an effects to the power system of the operating
conditions. In this project, Simulation of ac/dc parallel system that
maximize margins of the ac system and allow a higher power
transfer is performed and analyzed.

1. 서    론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장거리 전력수송에 유리
한 HVDC 건설이 증대되어, 기존 AC계통과 다수의 HVDC 선로가 병행
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는 HVDC 선로가 증가할 전망이
다. 이러한 AC, DC선로의 병행 운전 계통에서, AC선로의 운전상황 변
동이 전체 계통에 미치는 영향과 DC선로의 운전상황 변화가 전체계통
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AC 또는 DC계통
에서 고장 발생시 전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AC, DC 송전선로가 병행되어 연계된 계통을 PSCAD/EMTDC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모의로 구성하고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Parallel ac/dc transmission Systems
PSCAD/EMTDC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AC/DC 병행 선로를 구성
하였다.

<그림 1> AC/DC 병행 전력시스템 구성도

AC선로에서의 운영상태 또는 HVDC선로의 운영상태 변화에 따라서
전체 계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계통
을 구성하였다. 그림 1의 상단부분은 380kV 가공송전선로 200Km 2회선
이고, 하단의 송전선로는 ±500kV, 1000MW 12펄스 브리지 방식의
LCC-HVDC 시스템이 이용되었으며, AC와 DC 송전선로와 연계된 양단
의 AC계통의 강건도는 SCR이 5.0이상으로 계통의 강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2 AC 계통 위상각 변동에 따른 계통에의 영향
HVDC 시스템이 일정전력 송전모드로 계통에 연계되어 운전중 일 때,
HVDC 시스템은 AC 계통의 전력조류 변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

전된다. 아래 그림은 AC 계통의 위상각변동에 따른 AC와 DC의 송전전
력 변화량의 그래프이다.

<그림 2> AC계통 위상각 변화에 따른 송전전력량

<그림 2>는 양단의 AC계통의 위상각 변화에 따른 AC와 DC 송전선
로의 송전전력량 합계 변화량을 나타내 주고 있다. 양단의 위상각이 90
도 부근에서 최대 전력전송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그림 2>의 송전전력량 합계가 AC와 DC선로의 각
각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C 선로의 송전전력은 AC계통 부하위상
각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함을 알수 있다.

<그림 3> 좌측: AC 송전전력, 우측: DC 송전전력

본 시물레이션에서 HVDC 시스템은 SVC와 STATCOM 같은 무효전
력 보상기를 설치하지 않고, 고정된 커패시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부
하각 변동시에 계통에서 공급되는 무효전력 변동량도 <그림 4>에서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의 시물레이션 결과 일정시점(약 5초)
후에 HVDC 선로에 고정 커패시턴스에서 공급되는 무효전력량이 부족
하여, AC 계통에서 추가적으로 무효전력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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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하각 변동시 무효전력 변동량

 2.2 DC 계통 출력 변동에 따른 계통에의 영향
HVDC가 일정전압 모드 일 때, DC전류 제어를 통하여 DC 선로에 호
르는 송전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이번 시물레이션에서는 DC선로의 송
전전력을 점차 줄일 때, AC선로에 흐르는 송전전력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5>에서와 같이, DC 선로의 송전전력량을 1.2PU에서
0.1PU까지 줄일 때, AC 선로의 송전전력량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상단: 위상각차 20°, 하단: 위상각차 40°)

<그림 5> DC 송전전력량 감소에 따른 AC 송전전력량 변화

 2.3 AC 계통 발생시 계통에의 영향
좌측 AC 계통에 극한 고장 발생시, 계통에 발생되는 송전전력량 변화
를 시물레이션 하였다. 고장조건은 AC 계통에서 2초 후에 3상단락고장
이 0.1초 동안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시물레이션한 결과, <그림 6, 7>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림 6> AC 선로에 고장발생시, 계통 송전전력량 변화(위상차 20°)

<그림 7> AC 선로에 고장발생시, 계통 송전전력량 변화(위상차 40°)

<그림 6, 7>은 고장 조건은 같고, AC계통간의 위상차 차이(위상각이
각각 20°, 40°)가 있고, 그래프로 알게된 결과는 위상각이 클수록 고장파
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상각이 40°일 때 AC계
통에 고장 발생시, 고장이 DC 송전선로 쪽의 변동이 더 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4 DC 계통 고장발생시 계통에의 영향
이번에는 DC 선로에 고장발생시, AC와 DC 송전선로의 송전전력량 변
화를 모의하였다. 고장조건은 AC 고장조건과 동일하게 2초후 0.05초간
고장 지속시를 가정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DC선로에 고장발생시, 송전전력량 변화(위상각차 20°)

<그림 10> DC선로에 고장발생시, 송전전력량 변화(위상각차 40°)

<그림 9, 10> 그래프를 보면, 2초 후 DC 선로측 고장으로 DC 송전전
력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순간적으로 AC 송전전력량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부하각이 20°, 40°인 경우 결과 비교시, DC 선로고장 발생시 AC
측 송전전력량은 큰 변화가 없다. 즉 DC 선로에서 순간 고장발생시,
AC 선로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향후 전력계통은 HVDC 송전선로 증가로 인하여, AC 송전선로와
HVDC 송전선로가 병행하는 부분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AC와 DC 송전선로 병행구간에서 AC 선로, DC 선로의 운전
상황 변화에 따른 계통의 송전전력량 변화 및 무효전력 변화 결과에 대
하여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AC 계통에서 고장발생시, 양단
계통의 위상각 차이가 클수록 DC 선로측으로 고장파급이 커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대로 DC 선로에서 고장발생시에는 AC 선로 측으로 고
장 파급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AC 송전
선로와 HVDC 송전선로를 병행하여 계통시스템을 구성할 시에는, AC
계통의 고장파급을 최소로 할수 있는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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