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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력계통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현재의 전력전송은
한계 전송량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수용
성 등의 이유로 전력을 융통하기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 루트 송전선로의 탈락은 계통의 과도안정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발전기 탈락을 통하여 계통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발전기 탈락은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영에 방해
물이 될 수 있다. 유연송전기기(FACTS,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s)는 이러한 루트 선로 탈락에 따른 발전기 탈락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CTS의 한 종류인 STATCOM(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을 이용하여 사고 시, FACTS 기기 설치 유
무에 따른 과도안정도 분석을 진행한다.

1. 서    론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그 계통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존재한
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발전원과 주요 발전원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하 소요지에서 먼 거리에 존재하는 발전원에서 부하
소요지 까지 송전을 가능하게 하는 송전선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밀양사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규 송전선로에 대
한 건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수용성 등의 이유를 통하여 어려워
진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소 건설과 그에
발맞추어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따라서 송전선로가 건설
된다. 하지만 발전소가 건설되고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상태 하의 전력융통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765kV 1회선 탈락 또는 345kV 2회선 탈락의 경우 과도안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고장파급방지장치(SPS, Special
Protection Scheme)를 이용하며, 위와 같은 루트 선로 탈락에 대해서는
발전기 탈락을 통하여 과도안정도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과도한 발전
기 탈락은 발전량과 부하량의 문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적절한 추가 발전 혹은 부하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전력계통 운영을 어렵
게 한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ACTS의 한 종류인 STATCOM을 이용하여
이러한 SPS 상황 하에서 발전기 탈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서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력계통해석의 동적모의에 사용할 수
있는 STATCOM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제시하고, 이러한 STATCOM
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연계한 뒤 발전기 탈락량
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다. 본 논문은 DIgSILENT사의 Power
Factor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 되었다.

2. 본    론

  2.1 STATCOM
STATCOM은 3가지의 모델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가
장 기기 성능 자체를 시험할 수 있는 상세한 모델인 전자기적 모델, 두
번째로는 전력계통의 안정도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동적 모델, 마지막
으로는 정상상태의 동작을 위한 정상상태 모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TATCOM을 계통에 적용하기 위하여 동적 모델을 이용하였다.
STATCOM은 DC-AC 스위칭 컨버터를 이용하여 계통에 무효전력을
공급해 주는 장치로써 크게 Coupling 변압기와 누설 리액턴스, DC-AC
전압형 컨버터 (VSC, Voltage Source Converter)와 캐패시터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1은 동적모의에 이용되는 STATCOM의 기본적인 모델링
을 나타낸다.

<그림 1> STATCOM 모델링

이 때 STACOM을 통하여 계통으로 투입되는 유효, 무효 전력을 d-q
axis를 통하여 나타내면 아래 식 (1), (2)와 같다.

   (1)

   (2)

위와 같은 식을 통하여 STATCOM의 유효, 무효 전력이 결정되며,
STATCOM의 VDC/VAC 컨버터의 제어를 통하여  , 가 결정이 되며

유효전력은 0으로 제어가 되고 전압보상이 필요한 만큼 무효전력이 공
급되게 된다.

  2.2 모의 계통

<그림 2> 모의 계통

위의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STATCOM을 통한 발전기 탈락 최
소화를 위한 모의 계통이다. 위의 발전소는 국내의 Y 발전소로써 현재
발전기가 1∼6기까지 들어온 상황이고, 추후 7, 8호기가 도입될 예정이
며, 외부계통으로 인출하는 송전선로는 345kV선로이다. 발전기가 2기
추가 도입 되어 계통이 그림 2와 같이 구성될 경우 발전기 1개당 약
800MW를 발전하며, 총 발전량은 약 6.4GW가 되며, 정상상태에서는 1
번 모선과 2번 모선을 연계해주는 우회선로를 제외하고 외부 계통으로
총 4개의 345kV 선로를 통하여 외부로 전력을 융통해 주고 있다.

  2.3.1 STATCOM 미연결 시 시뮬레이션
2번 모선에서 모선 3과 모선 4로 인출되는 345kV 선로가 탈락
(345kV 2회선 탈락)의 경우 발전기 2기가 추가되어 발전소에 발전기가
총 8기 있는 경우에는 발전기 2기 탈락 시 계통이 안정화 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발전기 1기 탈락 시 모선의 전압을 나타내며,
계통이 불안정 상태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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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전기 1기 탈락시 모선 전압 (STATCOM 미연결)

아래의 그림 4는 발전기 2기 탈락시 모선 전압을 나타내며 계통이 안
정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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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발전기 2기 탈락시 모선 전압 (STATCOM 미연결)

아래 그림 5는 STATCOM 미 연결 시 발전기 2기 탈락과 1기 탈락에
대한 1번 발전기의 Rotor Angle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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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Ygen #1G의 Rotor Angle 비교 (STATCOM 미연결)

그림 5는 STATCOM 미 연결 시 발전기 2기 탈락과 1기 탈락에 대한
1번 발전기의 Rotor Angle을 나타낸다. 위의 그림 3 ∼ 그림 5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발전기 2기 추가에 따라서 SPS 상황 하에서 계통의 과
도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발전기 탈락이 기존 1기에서 2기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발전기 탈락은 신뢰성 있는 계통 운영에 문
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STATCOM
을 연계하여 기존 SPS 상황 하에서 동일한 발전기 탈락 대수를 유지하
면서 계통의 과도안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3.2 STATCOM 연결 시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발전기를 1기 탈락 시키면서 과도안정도 확보를 위하여,
STATCOM을 설치 한 뒤 과도안정도 해석을 진행한다. 저전압 상황에
서도 무효전력 보상능력이 탁월한 STATCOM은 무효전력 보상을 통하
여 전압회복을 도와주고 그에 따라 송전가능용량을 순간적으로 증대시

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STATCOM의 위치는 송전의 중간위치
인 1번과 2번 모선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 6은 STATCOM 보강 유무에 따른 1번 발전기의 Rotor
Angle을 나타낸다. 실선은 STATCOM을 보강하지 않았을 시 발전기 1
기 탈락 시 계통이 불안정 해 지는 상황을 나타내며, 이에 반하여 점선
은 STATCOM 보강에 따른 유효전력 송전용량의 증대로 인하여 계통
이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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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발전기 1기 탈락 시 STATCOM 연결 유무에 따른 
Ygen #1G의 Rotor Angle

아래 표 1은 발전기 1기 탈락 시 STATCOM 보강 유무에 따른 각 송
전 선로 별 유효전력 송전량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사고 이후 모선 2에
서 인출 되는 선로 중 2개가 탈락되는 사고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사고
후 모선 2에서 모선 3과 모선 4로 송전되는 유효전력량이 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이후 모선 2에서 생산되는 유효전력량을 우
회할 수 있는 선로는 모선 2에서 모선 1로 연결된 선로이다.
STATCOM의 연결 유무에 따른 최대 유효전력 전송량은 약 100∼
200MW 밖에 차이가 없으나 앞의 그림 3의 모선전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압이 빠르게 붕괴 되면서 유효전력 전송량이 갑자기 감소하여
계통이 불안정 해 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반해 STATCOM을
연결하였을 때는 STATCOM이 과도안정도 상황 하에서 부족한 무효전
력 보강을 통하여 해당 모선의 전압을 빠르게 보강하고 이것이 지속적
인 유효전력량 송전을 가능하게 하여 계통이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STATCOM 연결 유무에 따른 최대 유효전력 송전량 비교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루트선로 탈락에 대한 추가 송전선로 건설 대신
STATCOM 설비 보강을 통하여 순간적인 무효전력 보상을 통한 해당
모선의 전압안정도를 개선하여 유효송전전력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과도
안정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적절한 FACTS 설비는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SPS 상황 하에 좋은 대
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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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1기 탈락 시

STATCOM 미 연결 STATCOM 연결

사고 전
[MW]

사고 후
[MW]

사고 전
[MW]

사고 후
[MW]

모선 1 → 모선 3 1626.3 3412.7 1626.3 3591.5

모선 1 → 모선 4 1643.3 3247.3 1643.3 3414.8

모선 2 → 모선 1 30.7 1490.2 30.7 1584.7

모선 2 → 모선 3 1642.8 0 1642.8 0

모선 2 → 모선 4 1659.8 0 1659.8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