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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력산업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증대, 국가간 에
너지 교류 등 고성능 대용량 전력전자 응용분야 기기의 필요성이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규 AC 송전선로 건설이 민원 등의 사유로 건
설에 장시간 소요되고, 건설단가의 지속적 증가 및 전력전자 설비의 가
격하락(HVDC, FACTS 등 특수설비의 국산화 추진) 등으로 AC 송전선
로 신규건설 보다는 송전선로 조류제어로 전력계통 유연성 향상이 필요
하게 되었으며, 향후 융통전력의 한계, 전력수요 포화 및 Smart Grid 시
대를 대비하여 기존 송전선로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통계획
의 방향 전환이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첨단
무효전력보상장치 소개와 계통안정화를 위한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통해
직·병렬 FACTS의 필요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송전계통에서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은 선로에서 소모하는 무효전
력을 최소화하여 최대전력을 전송하고, 계통에 연결된 모든 발전기들을
동기상태로 유지하며, 계통의 전압을 가능한 정격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전력계통을 최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선로에 흐르는
유․무효전력을 제어하여 유연성을 갖도록 구성하는 유연송전시스템
(FACTS :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이 필요하다. 유연송전시
스템의 대표적인 FACTS설비는 송전선로의 리액턴스를 감소시켜 송전
용량을 증대 할 수 있는 직렬설비(TCSC 등)와 계통고장 발생시 계통외
란에 대비하여 순동으로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병렬설비(SVC,
STATCOM 등)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유연송전시스템을 한전 전력계
통에 더욱 확대하여 계통 안정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본    론

  2.1 병렬 FACTS 소개
전력계통은 필연적으로 무효전력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하
여 과거에는 1세대 설비로서 Mechanically Switched Components
Steady-state VARs Type인 Shunt Reactor 및 Shunt Capacitor 등을
수동방식으로 제한 운전하여 활용하여 왔다. 하지만 계통이 복잡, 다양
화 되고, 송전용량 한계와 다양한 계통고장 등에 순동으로 대응하기 위
해 무효전력보상장치는 2세대 Thyristor Switched Components(SVC)
및 3세대 Inverter Synthesis(STATCOM) Dynamic VARs Type으로 진
화되었다. 수동운전 방식에서 Thyristor, IGBT 등에 의해 자동운전 할
수 있는 2, 3세대 무효전력보상장치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SVC 및 STATCOM 기술 특성 검토

구 분 SVC (2세대) STATCOM (3세대)

구성
도면

주 요
구성품

- 주변압기
- 싸이리스터 밸브
- 리액터, 커폐시터
- 감시제어, 보호반

- 주변압기
- 전력소자(IGCT, IGBT)
- 인버터
- 감시제어, 보호반

장점(•)
단점(○)

○ 설치면적 큼(1.0) • 설치면적 작음(0.6)

○ 속응성 보통(1∼2cycle) • 속응성 매우 빠름(1cycle)

○ 저전압 보상 보통(∝ )
(전압 안정도 보상 보통)

• 저전압 보상 좋음(∝)
(전압 안정도 보상 우수)

• 자재 가격 낮음(1.0) ○ 자재 가격 높음(1.2∼1.5)

<표 2> 무효전력보상장치 보상능력 비교                 [단위 : pu]

 

<사진 1> SVC 설비구성  

<사진 2> STATCOM 설비구성

  2.2 순동무효전력 보상장치 적용현황
 <표 3> 국내 적용현황

구분 설치위치 제작사 종 류
용량
(MAVR) 설치시기

한전

신성남S/S 효성 STATCOM 100 2015

신파주S/S NR SVC(FC) 200 2013

신제주S/S 효성 STATCOM 50 2011

한라S/S 효성 STATCOM 50 2011

미금S/S 효성 STATCOM 100 2009

동서울S/S TMEIC SVC 200 2009

양주S/S ABB SVC 100 2007

강진S/S Siemens UPFC1) 80 2003

국내

업체

KOSCO STEEL ABB SVC 140 2008

POSCO(포항) ABB SVC 120 2002

POSCO(광양) ABB SVC 83×4 1998

Hanbo(당진) ABB SVC 80×5 1995

POSCO(포항) ABB SVC 120 1994

1) UPFC (Unified Power Flow Controller, 3세대) : 전압, 임피던스, 위상각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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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전력계통 안정화 영향분석
발전설비가 대부분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발전력 수송을 위한 송
전선로의 건설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 삼척지역에 신
규 발전소가 ‘14년∼15년에 북평화력 1,200MW, 삼척화력 2,000MW 증
설, ’17년∼‘18년에 신한울원전 2,800MW 증설이 예상되고 있어 수도권
동부 및 강원지역 등의 계통안정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있다. 또한, 발전
설비 증가는 수도권으로 대용량 발전량 수송을 담당하는 765kV 송전선
로의 부하를 ’18년까지 현재보다 1.8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전망이다. 따
라서 계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765kV 송전전로 이중고장이 발생한다
면 대규모 발전기 탈락과 광역정전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력계
통의 불안을 해소하고 고장 등에 대비한 계통 Simulation을 통해
FACTS설비 도입의 필요성과 전력계통 고장분석을 통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3.1 전력계통 고장상정 조건
고장상정 조건은 765kV 송전선로 2회선이 동시에 고장났을 경우를
상정한 계통영향 분석내용이다.
① 765kV 송전선로 2회선이 동시 고장났을 경우 전력조류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② 상기 765kV 송전선로가 2회선 동시 고장났을 경우에는 신한울, 한
울 발전기 총 4기의 발전량이 탈락하게 된다.

부하수준 발전기 탈락 기수 발전기 탈락량

Peak 총 4기 5,000MW

  2.3.2 고장발생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
① 765kV 이중고장시 약 7초만에 주파수가 59Hz 이하로 저하되고
UFR 동작으로 전국 부하의 약 6%가 차단(약 5,000MW 이상) 예상된다.

② 고장제거 0.2초 후 전력계통은 신제천S/S, 신충주S/S, 신영주S/S
등의 전압이 0.9pu 이하로 급강하하게 된다.

③ 고장제거 1초 후 전력계통은 수도권까지 전압강하가 확산되어 전
압이 0.7pu 이하로 붕괴되고 만다

  2.3.3 Facts설비 최적배치 후 계통상황 분석
상기 고장상정은 강원지역 변전소에 Facts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여러 계통 Simulation을 통해 Facts설비를 최
적배치하였을 경우 계통상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① 직·병렬 설비 최적 투입
한울-신영주T/L 및 동해-신제천T/L에 직렬 FACTS (TCSC)를 약 20%
∼40%를 적용하고 신충주S/S, 신제천S/S, 동해S/S, 신영주S/S에 병렬
FACTS(STATCOM)를 각각 ±400Mvar를 적용한다.

② 전력계통 상황
상기 직·병렬 FACTS 최적배치 후 계통 Simulation을 한 결과 345kV
송전선로는 1회선 고장시에 당초 100%에서 80%로 과부하가 해소되었
고 765kV 송전선로는 2회선이 동시 고장 발생시 발전기 탈락량은
FACTS설비 도입전에는 5,000MW에서 도입후에는 2,500MW로 50% 감
소하였고 과도저전압도 0.79pu로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과도안정도가 향
상되었다.

  2.3.4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대규모 계통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기존 송전선로는 이용률을 열용
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전해야 하므로 송전 과부하 등의 발생이 우려
되나, 직·병렬 Facts설비가 도입된 계통에서는 계통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용률을 열용량에 근접한 수준까지 운전을 할 수 있다. 향후 무효전력
보상장치가 포함된 Facts설비를 전력계통에 증가시킬 경우 전력계통의
전압안정화, 송전용량 증대, 과도안정도 향상, 구입전력비용 및 신규건설
투자비 절감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한전은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억제, 북상선로의 융통전력 한계를 극복
하고,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조성 및 HVDC 추가
건설 등으로 발생될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함께 전력계통의 전
압안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첨단 FACTS 기기의 도입을 확대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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