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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S산전은 전기적 트리거 방식의 사이리스터
(electrical-triggered thyristor)를 이용한 Static Var Compensator(이하
SVC)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된 SVC는 ±100 MVar 급으로 과전압에 대
한 자체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LS산전표준과 IEC 규격에 따라
성능이 검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VC 시스템의 핵심 구성품인
Thyristor Controlled Reactor (이하 TCR) / Thyristor Switched
Capacitor (이하 TSC) Valve 개발 시험의 일부로 진행한 절연 시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SVC 시스템은 사이리스터와 같은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정지
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로 무효전력을 공급 또는 흡수함으로써, 교류 계통
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무효전력을 제어하고, 송전 계통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력 계통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 계통 외에 역
률 개선 및 고조파 저감, 전압 변동 방지 등을 통하여 설비 수명을 연장
하고 전력 요금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강 및 중공업
분야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LS산전이 개발한 SVC는 Control &
Protection System (이하 C&P), TCR / TSC Valve, 냉각 설비, 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국내에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SVC 시스템의 핵심 구성품인 TCR / TSC Valve 개발 시
험의 일부로 진행한 절연 시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SVC용 사이리스터 밸브 회로 구성
SVC용 사이리스터 밸브는 리액터 전류 위상을 제어하는 TCR과 콘
덴서 On/Off 제어를 수행하는 TSC로 세분되며, 회로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무효 전력을 연속적으로 제어하는 TCR은 사이리스터 위상 제
어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가 병렬로 연결
되어야 하며, 이 고조파 필터를 Fixed Capacitor (이하 FC)라고 한다.
TCR과 달리 TSC는 무효전력을 단계별로 제어한다.

<그림 1> SVC 회로 구성

LS산전 SVC용 TCR과 TSC Valve의 가장 큰 차이점은 C&P 명령에
따라 사이리스터 레벨을 제어하고 상태 신호를 C&P에 제공하는 게이트
카드 전원 공급원으로, TCR인 경우 계통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TSC
는 별도 전원 장치로부터 공급 받는다. 따라서 TSC 게이트 카드 충전
에 필요한 시간만큼 턴-온을 지연시킬 필요 없이 전압 피크에서 턴-온
할 수 있으므로 밸브 극간 전압을 제로로 만들 수 있어 과전압과 서지
전류를 줄일 수 있다.

<그림 2> SVC용 TCR 및 TSC 외형

  2.2 시험종류 및 판정기준
SVC 시험은 양산시험과 절연시험, 연속운전시험, EMC시험, 추가시험
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타입시험은 동일한 밸브에 대해 실시되어야
하며, 타입시험 전후 각각 양산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타입시험 후의 양
산시험은 확인시험으로 타입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동작특성이나 성능
변화정도가 양산시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가 위한 것이다. 타입시험
판정기준으로 하나의 밸브를 구성하는 사이리스터 레벨이 34개 미만인
경우, 각각의 타입시험에서 단락된 레벨 수가 1개를 초과할 수 없고, 모
든 개발시험 후 누적된 단락 레벨수가 2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림 3> 판정 기준

  2.3 절연 시험 종류 및 시험 방법
타입시험으로 수행해야 하는 밸브 타입별 절연시험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밸브-대지간에는 Lightninh Impulse (이하 LI) 시험
만, 밸브 단자간에는 Switching Impulse (이하 SI) 시험만 포함되어 있
으며, AC+DC시험은 TSC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1 AC 또는 AC+DC 시험
TSC에만 국한되는 시험으로 회로 구성상 TSC가 블록킹 되어 있는
경우, 계통에 연결된 단자에는 AC 전압이, 콘덴서에 연결된 단자에는
콘덴서에 충전된 DC 전압이 인가되는 스트레스를 모의하는 시험으로
AC, DC 절연시험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부분방전은 AC

SVC용 사이리스터 밸브 절연 시험에 대한 고찰

윤지호, 조한제, 홍기용, 정택선, 이진희

LS산전

Study on Dielectric Tests for SVC Thyristor Valves

Ji-Ho Yun, Han-Je Cho, Gi-Yong Hong, Teag-Sun Jung, Jin-Hee Lee

LS Industrial  Systems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356 -

시험에서만 측정한다. LS산전에서는 시험설비 여견상 AC와 DC 시험으
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 1> 밸브타입별 절연시험종류

2.3.2 LI 시험
다른 전력설비와의 표준을 위해, 대지간 임펄스는 LI만이 포함되며,
IEC 60060-1에 따른 표준파형 1.2 / 50 μS을 양극성에 대해 각각 3회씩
인가하였다.

 2.3.3 SI 시험
SI 성능과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성능을 동시에 검증
하기 위해 2대의 시료로 구성된다.

2.3.3.1 SI 시험 회로
시료 1은 SI와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검증용으로, 시료
2는 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검증용으로 사용된다. 시료 1
에 임펄스가 인가되거나 인가된 임펄스에 대해 보호동작할 때도, 시료 1
& 2 모두 정상 동작해야 한다.

<그림 4> SI 시험 회로

2.3.3.2 시험 조건별 시험 종류
시험 전압 레벨, 게이트 카드 전원 유무, 임펄스 파형 종류에 따라 각
각 시험을 진행한다. 보호 레벨 미만의 시험 전압에서는 불필요한 보호
점호가 발생하지 않고 (Test1), 보호 레벨 이상에서는 모든 사이리스터
가 동시에 턴-온되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
다. (Test2)

<표 2> 시험 조건별 시험 종류

2.3.3.3 시험 사진
임펄스 내압기 1대, AC 전원장치 2대, 시료 2대, 위상동기장치,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2.3.3.4 시험 파형
그림 6, 7, 8에는 크기만 다른 동일한 임펄스 전압이 인가되었다. 그림

6에서는 보호레벨 미만의 전압의 정상 운전 전압이 인가되면 불필요한
보호점호없이 절연내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에서는

보호레벨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고 게이트 카드에 전원이 공급된 경우,
설계한 대로 보호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에서는 보호레
벨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고 게이트 카드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펄스 전압을 케이트 카드 충전 전원으로 사용하여 충전 후 보호동작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시험 사진

<그림 6> Test1 시험 파형

<그림 7> Test2 시험 파형 (게이트 카드 전원 인가)

<그림 8> Test2 시험 파형 (게이트 카드 무전원)

3. 결    론

LS산전은 전기적 트리거 방식의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SVC용 TCR
과 TSC Valve를 개발하고, LS산전표준과 IEC 61954에 따른 모든 시험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개발된 SVC 시스템은 2015년 국내에 설치
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성능의 우수성과 적
용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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