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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tation failure starts(CFS)
: 밸브와 제어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파라미터
→ CFS가 빈번할수록 밸브와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

➢ Table index
▪ Recordable AC faults 

: the number of system disturbances

▪ Number of CFS external 
: the CFS caused by ac system

▪ Number of CFS internal 
: the CFS initiated by control problems, switching events or other causes

I. 대용량장거리 HVDC 해외사례

전세계 HVDC 신뢰도 통계(1)

<출처 : Cigr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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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HVDC 신뢰도 통계(2)01
➢ Commutation failure starts(CFS)

→ Nelson River
HVDC를 제외하고

AC fault에 의한
전류실패가
빈번함

I. 대용량장거리 HVDC 해외사례 <출처 : Cigr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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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례(1)02

Yunnan

Guizhou

Guangdong

Hainan

Guangxi

Three Gorges

39500MW, 
1/3 of GD 

Load

8AC + 10DC(39GW) from west to east

I. 대용량장거리 HVDC 해외사례 <출처 : 중국남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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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례(2)02
◼ It will lead to 5 and above HVDC commutation 

failure, when any one of the 36 500kV 
substations in the light-colored part occurs 
single-phase short faulty.

◼ It will lead to 8 and above HVDC commutation 
failure,when any one of the 18 500kV substations 
in the dark-colored part occurs three-phase 
short faulty.

Jun. 5th,2013  500kV Sui-Heng
line I occurs single-phase 
grounding fault,which caused 
2 HVDC systems commutation 
failure .

Active power curve of AC transmission line

I. 대용량장거리 HVDC 해외사례

Commutation failure 상황

<출처 : 중국남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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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례(3)02
➢ 스위치 동작이상으로 연속적인 commutation failure 발생

Year Events

2014 Nov. 8th, 500kV Liudong Substation

2014 Feb. 23rd, 500kV Anshun Power Plant

2014 Feb. 5th, 500kV Qiaokou Power Plant

2013 Oct. 17th, 500kV Maoming Substation

2013 May.26th, Chuxiong Convertor Station

2012
Dec. 15th, 500kV Yandu Substation, AB inter 
phase fault

… …

◼ It will lead to transient instability,when

any one of the 10 500kV substations 

occurs single-phase grounding fault 

with switch’s single-phase short faulty.

◼ It will lead to transient instability,when

any one of the 49 500kV substations 

occurs three-phase fault with switch’s 

single-phase short faulty.

I. 대용량장거리 HVDC 해외사례 <출처 : 중국남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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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및 송전망 현황

II. 우리나라송전망과 HVDC

➢ 서해안 및 강원도에 집중된
발전소

➢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
▪ 전력수송을 위한 송전망 필요

▪ 발전소 및 수요의 분산화가 필요

▪ 분산화를 하더라도 동해안 발전
소가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추
가 송전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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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DC 현황 및 계획02

II. 우리나라송전망과 HVDC

➢ 해남 – 제주 제 1 HVDC 300 Mw

➢ 진도 – 제주 제 2 HVDC 400 Mw

➢ 북당진 – 고덕 HVDC 1.5Gw 공사 중
▪ 추후 1.5Gw 증설계획

➢ 울진-수도권 4Gw 확정
▪ 추후 4 Gw 증설계획

➢ 슈퍼그리드
▪ 중국과 연계 – HVDC

▪ 일본은 계획 없음

➢ 앞으로 건설하는 송전선은 HVDC ??

<그림 출처 : e2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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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DC 장, 단점03

II. 우리나라송전망과 HVDC

➢ 장점
▪ 400 km 이상은 경제성이 있음(낮은 송전

손실)

▪ 40-50 km 이상의 해저 연결 가능

• 해남-제주, 진도-제주 (100km)

▪ 50Hz – 60Hz 계통 연계

• 일본 관동, 관서 지역 연계

• 중국(50Hz) – 우리나라(60Hz) 연계

• 고장전류 저감

➢ 단점
▪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경제성이 없음

▪ 에너지 밀집지역에서는 AC 고장이 DC 제어기
에 영향을 미쳐 광역정전 발생 우려가 큼
(commutation failure)

▪ 발전단지 인근에서 발전기 축진동 문제 발생 가
능성(SSTI, SubSynchronous Tortional
Interaction)

▪ 고장률이 매우 높음

• 중국의 경우 2회선 중에서 1회선 운전정지는 1년
에 10회, 2회선 정지는 1년에 1회 정도

▪ 변환소가 인접하는 경우 제어기 간섭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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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와 HVDC04
➢ 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 풍력 - 타입 IV 풍력발전기 (최신형)

• AC – DC 변환

• 인버터를 통해 AC 망에 연계

▪ 태양광

• 출력이 DC 

• 인버터를 통해 AC 망에 연계

▪ 분산전원 형태, 또는 대형 단지 형태로 전력망에 연계

• HVDC 제어기와 풍력, 태양광 인버터와의 상호간섭 문제 발생 가능성

➢ HVDC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II. 우리나라송전망과 H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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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HVDC 연계-슈퍼그리드05
➢ 중국과 연계는 HVDC를 통한 연계만 가능

▪ AC 망이 연계되지 않으면 AC 전력망은 고립

▪ 영국이 유럽대륙과 HVDC로 연계되어 있지만 계통특성은 고립을 피할 수 없음

➢ 재생에너지 확대 상황에서의 문제
▪ 중국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에너지가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 정지시켜야 함

▪ 중국이 모자라고 우리나라에서 남는 경우

• 한국 -> 중국 송전

▪ 우리나라에서 모자라고 중국이 남는 경우

• 중국 -> 한국 송전

▪ 이 경우, 송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압형이 필요

➢ 전압형 HVDC 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도입단계 – 전류형보다 훨씬 비쌈
▪ 정지 시간이 많은 상태에서 경제성 문제

▪ (참고 : 현재 전세계 상용 HVDC는 모두 전류형)

II. 우리나라송전망과 H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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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VDC ?06
➢ 밀양 765 KV 송전선 건설 반대가 계기

▪ 송전선 건설에 어려움

▪ 765 KV 지중화 불가능

▪ 500 KV HVDC는 케이블로 지중화 가능

➢ 실익은 전혀 없음
▪ 현재 계획된 17Gw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역할

• DC 고장 시마다 감발 운전 (경제적 손실)

• AC 고장 시, 전체 HVDC commutation failure로 인한 광역정전 가능성 상존

▪ 돈 – 수조에서 수십조

▪ 기술 – 알스톰(현재 GE)에서 사옴

▪ 해외사업 가능성 – 없음

• 중국 기술이 앞서 있으며 기술 확보에 시간이 걸림

II. 우리나라송전망과 HV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