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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존 제련 공장의 무효전력을 보상하
기 위한 SVC(Static Var Compensator)의 구성과 제어기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본 SVC는 제련 공장의 22.9kV 계통에 적용하는 보상장치
로써 TCR(Thyristor controlled reactor), Air-core Reactor, 2,3,4,5차 고
조파 필터, 제어반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Hybrid SVC을 적용한 사례이
다. 역율 제어와 전압 제어를 적용하여 전력 품질 확보를 기하고자 설계
되어졌으며 SVC의 용량 ±100MVar가 적용되어졌다. 

1. 서    론

SVC(Static Var Compensator)는 모선전압의 변동을 감지하여 이에
대응하는 병렬 Susceptance를 변화시킴으로써 모선전압을 빠르고 연속
적으로 제어하는 기기로서, 모선전압의 제어가 기본적인 제어의 목적이
며 부가적으로 과도안정도 향상, 전력동요억제, 저주파진동의 억제 등의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 목적상 주로 부하측 모선에 설치되
어 운전되며, SVC는 빠른 응답속도와 연속적인 제어로 제어범위 이내
에서는 전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뿐만 아니라, 빠른 응답속도를 이용하
여 과도상태의 유효전력을 제어함으로써 전력계통의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SVC는 기존의 전압제어 기기들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기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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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 SVC(TCR-FC) 구성

본 제련 공장의 SVC의 용량은 “신설 제강 공장의 무효전력 보상을
위한 SVC 엔지니어링 을 산정”[6]의 기법을 적용하여 구성 및 용량 선
정 하였으며, 시스템의 구성은 특허 10-2015-0034087[정적 무효전력 보
상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SVC의 제어기의 검증 및 설계를 위해서 PS-CAD 모델링을 통
하여, 모의 하였으며, 모의 구성되어진 제어기는 RTDS를 통하여 성능
에 대한 검증을 진행 하였다. 제련 공장의 주 부하들은 정류기와 제련로
가 주요 부하 설비이며, 이러한 부하들의 특성은 현장에 제공되어진 자
료와 현장 실측을 통한 부하 특성 취득을 통하여 구현되어졌으며, 24시
간 운영되어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취득 주기는 7일을 기본 주기로 하여
취득하였다. 공장 설비의 154/22.9kV 전압 모선 기준으로 해당 모선에 9
개의 주요 부하 모델이 구성되어져 있었으며, 해당되어지는 각 모델 및
같은 154kV 모선을 사용하는 공장의 부하에 대하여는 22.9kV 메인 모
선에 대하여만 부하 특성을 취득 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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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제련 SVC 구성  (b)  부하 DATA  
(c) 154kV 모선 Flicker (d) KEPCO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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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해당 제어를 위하여는 역율과 전압제어를 기본 제어로 결정하여 하기
와 같이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그림 3> SVC 적용 부하 및 제어기 모델

이러한 SVC 제어기 적용 후 제어기의 성능은 하기와 같이 모의 되어
졌다. 

<그림 4> 역율 제어 (Target : 0.99)

역율제어는 현재 154kV 모선 아래에 여러개의 154kV/22.9kV의 메인 변
압기들이 설치되어져 있어져 있어 실제 제어가 필요한 최대 부하를 가
진 메인 Feeder에 대하여만 해당 제어를 진행하였다. 물론 차후 확장성
을 고려하여 모든 설계는 이루어졌으며, 공장의 증설 및 부하의 변동을
고려하여, SVC의 출력또한 분할 되어져 제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전압제어 시뮬레이션 결과

하기는 현재 건설중인 SVC 제어동이다.

<그림 6> 제련공장 적용 SVC 제어동 (건설중)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련 공장의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한 SVC 새로운
구성과 그 제어 결과를 소개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 공개의 제약으로
생략하였였으며, 이러한 Hybrid SVC설치로 인한 무효전력 보상으로 안
정된 전압조정과 과도 안정도 증대 및 상간 불균형 개선, 역률 개선 및
플리커, 전압 변동율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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