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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CSC 적용시 송전선로의 송전용량 증대와 효율적인 송
전계통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국외에서는 TCSC에 대한 많은 적용 사
례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송전계통의 안정
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TCSC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액턴스 제어, 전류 제어 또는 전력 제어, 전력동요 억제를 위한 제어
등 TCSC의 다양한 제어기를 포함하는 상세 모델을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델링한다.

1. 서    론

직렬보상(FSC, TCSC)은 송전선로에 직렬 커패시터 삽입을 통한 유
도성 리액턴스를 용량성 리액턴스로 보상하여 선로 임피던스를 감소시
킴으로써 송전선로의 전력수송능력을 개선하는 데에 큰 장점이 있다. 특
히, TCSC를 적용할 경우 사이리스터의 제어각 조정을 통하여 TCSC
등가 리액턴스를 실시간으로 제어가능하기 때문에 고정형 커패시터에
의한 보상(FSC)를 고려했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송전계통을 운영할 수
있다. 이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많은 나라에서는 직렬보상설비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FSC와 TCSC의 조합으로 직렬보상이
이루어져 있다[1].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SVC, UPFC, STATCOM 등
의 병렬 또는 직·병렬 설비만 전력계통에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직렬보
상설비에 대한 적용은 현재까지도 이루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동해안 지역에 신규원전 및 화력발전단지가 추가 건설될 경우 영동∼수
도권 간 전력수송로의 인접 송전선로 간 전력조류 분담제어와 송전계통
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국내 전력계통에서의
TCSC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TCSC의 다양한 제어기를 PSCAD/EMTDC를 이용하
여 상세히 모델링한다. 또한, 각각의 제어기에 대한 스텝응답과 부하각
변화를 가정하여 TCSC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TCSC 동작특성을 검토
하고자 한다.

2. TCSC 동작 모드별 특성

  2.1 TCSC 동작 모드 및 특성
TCSC의 동작모드는 일반적으로 Bypassed-thyristor 모드, Blocked-t
hristor 모드, Vernier 모드(용량성 또는 유도성)로 구분되며, 그림 1은
TCSC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Bypassed-thyristor 모드는
사이리스터( ,  )가 항상 도통하는 상태로써 일반적으로

 ≪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로전류는 사이리스터를 통해서 흘러

유도성 특성을 가진다. Blocked-thristor 모드는 사이리스터의 동작이 차
단됨에 따라서 선로전류가 커패시터로만 흐르게 되어 고정형 커패시터
와 같은 작용을 한다. 또한, Vernier 모드에서는 한 주기 내 TCSC의 리
액턴스가 도통되는 시간에 따라서 유도성 리액턴스과 용량성 리액턴스
가 결정된다.

<그림 1> TCSC 기본 구성

그림 2에서와 같이 TCSC의 제어각은 ∼ [rad]에서 결정되며,
유도성 영역과 용량성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공진영역에서 TCSC의 동
작이 제한된다. 이때, 사이리스터 제어각으로부터 결정되는 TCSC의 리
액턴스는 식 (1)과 같이 계산될 수 있으며, 식 (2)에서와 같이 Boost
Factor( )를 제어각에 따른 TCSC 전체 리액턴스( )에 대한

내부 커패시턴스에 의한 리액턴스( )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제어각에 따른 TCSC 리액턴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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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TCSC 제어 모드
TCSC의 제어는 리액턴스 제어, 전류 또는 전력 제어, 전력동요 억제
(Power Oscillation Damping, POD)를 위한 제어, SSR 회피를 위한 제
어, 모선전압 제어, 상평형 제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액
턴스 제어의 경우에는 개루프 제어 또는 폐루프 제어가 가능하고, 전력
동요 억제를 위한 제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액턴스 제어, 전류 또
는 전력 제어에 대한 보조 제어로서 적용된다. 또한, 모선전압 제어 및
상평형 제어의 경우에는 SVC, SSSC, UPFC 등과 같은 FACTS 설비들
에 비하여 전압제어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쓰이
지는 않고 있다[3]. 그림 3은 TCSC의 리액턴스 제어, 전류 제어, 전력
제어의 기본적인 제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TCSC의 응답속도에
대한 시정수 ( )는 일반적으로 15 []가 적용된다[4].

<그림 3> TCSC 제어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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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조건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를 이용하여 TCSC의 대표적인 제어
인 리액턴스 제어, 전류 제어, 전력 제어, POD 제어를 그림 4와 같은
시스템에서 모델링하고 제어에 따른 TCSC의 동작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발전기의 출력은 정출력으로 가정하고, 초기상태는 TCSC가 충분
히 연속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가 1.2에서 동작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스텝응답과 부하각이 15만큼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4> 테스트 시스템 구성

  3.1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의 (a)와 (b)는 리액턴스 제어시 TCSC의 리액턴스와 선로 No.
1과 선로 No. 2의 전력량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리액턴스는 5초에
19.56 []에서 32.6 []으로 제어됨에 따라 TCSC의 리액턴스가
감소되며, 선로 No. 2의 출력량은 증가하고 선로 No. 1의 출력량은 감
소하게 된다.

(a) TCSC 리액턴스의 변화

(b) 선로 출력량 변화
<그림 5> 리액턴스 제어시 TCSC 리액턴스 및 선로 출력량

그림 6의 (a)와 (b)는 전력 제어시 선로의 전력량과 TCSC 리액턴스
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며, 선로 No. 2의 전력은 5초에 481 []
에서 529 []로 제어된다. 이때, TCSC 리액턴스가 증가할 때 선로
No. 2의 전력량은 증가, 리액턴스가 감소할 때 선로 No. 2의 전력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선로 No. 2에서 전력량이 제어됨으로 과도 상태
동안에는 선로 No. 1보다 선로 No. 2에서 출력이 더욱 안정하다.

(a) 선로 No. 2의 출력량 변화

(b) 선로 No. 1와 선로 No. 1의 출력량 변화

(c) TCSC 리액턴스의 변화
<그림 6> 전력 제어시 TCSC 리액턴스 및 선로 출력량

그림 7은 5초에 부하단에서 부하각이 15만큼 증가할 때 전력 제어
의 보조 제어로써 POD 제어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선로 No. 2의 전력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OD 제어는 기본
적으로 신호 증폭기, 진상-지상 제어기, Wash-out Filter, Low-pass
Filter로 구성되며, POD 제어가 포함될 경우에 선로의 전력량이 더욱
효과적으로 댐핑되는 것을 그림 7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POD 제어 적용 유·무에 따른 출력변동 비교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리액턴스 제어, 전류 제어 또는 전력 제어, 전력동요
억제를 위한 제어 등 TCSC의 다양한 제어기를 포함하는 상세 모델을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TCSC 제어기 성능 테스트
는 Operation mode selector통하여 제어기별로 각각 수행되었다. 또한,
각각의 제어기 레퍼런스에 대한 스텝응답과 부하각 변화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TCSC는 제어목적에 따라서 TCSC 등
가 리액턴스를 조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계통운영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력제어의 보조제어로써 POD 제어를 적용하고 효과
적으로 댐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FSC가 적용을 고려할 경우 차동기 공진(Subsynchronous
Resonance, SSR)을 완화하기 위한 TCSC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 추후에는 TCSC를 이용한 SSR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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