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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	전력계통에	초고압직류송전(HVDC)나	유연송전

(FACTS)	시스템	적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용량과	전력계통

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커지고	있다.	HVDC나	FACTS	

설비의	경우	전력전자	소자를	이용한	전력변환	기술을	활용하

고	있으며	상시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존의	AC설비

들과의	차이점이다.	이는	설비의	하드웨어적인	신뢰도뿐만	아

니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제어가	중요	시	되는	이유이기

도	하다.	특히	HVDC나	직렬	FACTS설비의	경우	직접	유/무

효전력의	흐름을	제어하기	때문에	제어기	안정성과	신뢰성의	

중요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이하	KEPCO)에서는	HVDC	및	FACTS	설비가	도입될	때	제

작사의	공장성능시험(FAT)과	현장시험(SAT)을	통하여	설비

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FAT나	SAT는	가혹한	전력계

통의	고장	또는	외란발생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설비의	

그림 2.  중국 국가전망(SGCC) 제어기 시험 그림 3.  HQ 제어기 시험

그림 1.  KEPCO의 HVDC 및 FACTS 제어기 시험절차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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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성능을	정확하게	검증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

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KEPCO에서는	대규모	실

시간	계통해석	시뮬레이터(AKEPS)와	HVDC	또는	FACTS설비	

제어기의	연계시험(LP-HILS)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최초

로	동해	345kV	변전소에	설치	예정인	동해	MMC	STATCOM	

(±400MVar)	제어기의	동적	제어성능시험(DPT)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DPT	기술	및	인프라는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의	국

가전망공사(SGCC),	남방전망공사(CSG),	유럽(RTE,	National	

Grid	등)	그리고	북미(Hydro	Quebec)의	전력회사에서	개발

하여	활용하고	있다.

2.	제어기-대규모	실시간	계통해석	

시뮬레이터	연계시험(LP-HILS)	기술

HVDC	및	FACTS	설비는	전력계통에서	측정된	전압,	전류	

또는	주파수	등의	물리량	그리고	운영자의	제어지시에	따라

서	제어	및	보호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실시간	계통해석	시

뮬레이터는	실제	전력계통에서	측정될	수	있는	물리적인	값

을	실시간	시뮬레이션의	결과	값으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

에	제어기와	연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제어기의	동적	제어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험기술을	하드웨어	연계	

시뮬레이션(HILS,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기술

이라고	부른다.	또한	전력증폭기(Amplifier)를	이용하여	계기

용	변류기(CP)	및	계기용	변압기(PT)	 2차측	전류와	전압의	

수준으로	제어기에	아날로그	신호를	제공하는	방식을	Power	

HILS(P-HILS)라고	부르며	전력증폭기를	사용하기	않는	방식

을	Control	HILS(C-HILS)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HILS에	사용되는	실시간	계통해석	시뮬

레이터의	연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등가	축약된	전력계통	모델

을	활용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전력계통의	동적특성이	왜곡될	

수	있으며	다기	HVDC	및	FACTS설비의	상호간섭	등에	대한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KEPCO

에서는	우리나라	전력계통을	축약하기	않고	모의할	수	있는	

실시간	계통해석	시뮬레이터(AKEPS)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

며	이를	제어기와	연계하여	시험하는	방식으로	Large	Power	

system-HILS(LP-HILS)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KEPCO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LP-HILS	설비

구성	및	신호의	흐름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3.	동해	MMC	

STATCOM	제어기	동적	

제어성능시험	수행

동해	지역	대규모	발전력의	안정

적인	송전을	위해서	 KEPCO에서는	

FACTS설비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본	사업에서는	신영주-한울,	신

제천-동해	345kV	2회선	송전선로에	그림 5.  KEPCO, 제어기-대규모 실시간 계통해석 시뮬레이터 연계시험(LP-HILS) 개요도

그림 4.  대규모 실시간 계통해석 시뮬레이터(AKEPS)

[KEPCO의 대규모 실시간 계통해석 시뮬레이터 구성 및 제원]

-  Real Time Digital Simulator (RTDS, 캐나다) 34Racks 

PB5 연산카드 200개(HVDC 및 FACTS 설비계획 포함

한 2029년 전력계통을 축약없이 수용가능)

- 인터페이스 카드 (GTDO/DI, GTAO/AI, GTNET 등)

- 전력증폭기 (Doble Amplifier) 12조

- 보호계전기 및 고장파급방지장치(SPS)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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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보상설비인	사이리스터	제어기반	직렬	커패시터(TCSC,	

Thyristor	 Controlled	 Serial	 Capacitor)를	설치하여	송전용

량을	증대시키고	인근	4개	변전소에	순동무효전력	보상장치

(STATCOM	및	SVC)를	설치하여	전압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업부터는	상기에서	설명한	DPT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동해	345kV	변전소에	설치되는	MMC	STATCOM	제어

기에	대한	DPT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해	STATCOM의	

총	설비용량은	±400MVar	(±133.4MVar×3Unit)이며	각	Unit

은	 3개의	상회로(Phase	 Circuit)가	Delta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회로는	MMC형태로	42개	서브모듈(4개는	예비용)

이	직렬로	연결되어있다.

제어기는	Process	레벨	(각	서브모듈	제어),	Bay	레벨	(각	

Phase,	Unit별	제어)	그리고	Station	레벨	(상위	Master제어)

로	구성되어있다.	아래	그림은	동해	MMC	STATCOM의	DPT	

설비구성도와	실제	실험설비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해	MMC	STATCOM은	신한울-신가평	765kV	2회선	송

전선로	고장뿐만	아니라	인근	중요	345kV	송전선로	및	발전

기	고장,	불평형	고장	그리고	인근	제어설비와의	제어간섭	등	

총	33가지	항목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고장인	신태백-신가평	765kV	2회선	고

장	시나리오에	대한	시험내용	및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6.  동해 MMC STATCOM DPT 설비구성도 (출처: 효성중공업)

그림 7.  동해 MMC STATCOM DPT 설비구성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 고장 시나리오]

신태백 765kV 변전소 3상 단-지락고장 상정 → (5Cycle 

고장지속)  → 고장제거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  

2회선 개방) → (50msec 지연) → 발전기차단 SPS (2.4 

GW 차단) 동작 → TCSC 보상률 증가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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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장	시나리오에	따른	동해	345kV	변전소	AC	전압의	

변화는	그림	8과	같다.	고장	발생	시간동안	약	0.7pu까지	전

압이	저하되며	고장	제거	시	최대	1.023pu	최소	0.8pu의	전압

변동이	발생되고	이후	0.95pu정도로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동해	STATCOM의	전류는	고장	발생	시간동안	최대로	출력

하고	고장	제거이후	동해	345kV	모선전압이	제어기의	불감대

(AC모선전압	0.952~1.019pu)를	벗어나는	경우	Droop	특성이	

반영되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TATCOM의	무효전력	출력은	상기의	전류출력과	모선전

압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림	10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동해	STATCOM	제어기	DPT에서는	이밖에도	다양

한	상정고장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하였으며	모든	경우에서	

KEPCO가	요구한	기술적인	규격에	만족하며	동해안	지역	전

압안정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	결론	및	향후계획

KEPCO는	이번에	개발한	DPT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	북당

진-고덕,	동해안	EP	HVDC	그리고	제주	HVDC	#3호기	뿐만	

아니라	다수의	FACTS설비	적용사업에	대한	제어성능을	사전

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설비	신뢰도는	물론	전력계통의	공급	신

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실시간	전

력계통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FACTS	또는	HVDC와	같은	제

어설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LP-HISL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우

리나라와	함께	중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전력회사가	보유하

고	있으며	향후	제어설비의	증가에	따라서	이	기술에	대한	가

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동해 345kV 변전소 전압변화

그림 9.  동해 MMC STATCOM 전류출력

그림 10.  동해 MMC STATCOM 무효전력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