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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COM을 활용한 FIDVR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IDVR Mitigation Scheme using 
Dynamic Voltage Support by ST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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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control strategy of applying STATCOM(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 to 

mitigate the FIDVR(fault induced delayed voltage recovery) phenomenon. The proportion of motor loads is gradually 

increasing which might affect power system stability. Excessive reactive power consumption by the stall of the motor 

loads causes FIDVR phenomenon. In addition, the low inertia of the small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er) 

unit will not separate itself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causing system instability. For this reason, we have developed 

a control strategy that utilizes STATCOM efficiently through static and dynamic analysis. Case studies on a Korean 

power system have validat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under severe contingency scenarios. The results have 

verified that the proposed strategy can effectively mitigate FIDVR and improv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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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력계통은 빠른  산업화와 기술발 에 의해 

지속 으로 부하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력 자 기술의 

발 으로 인해 부하의 성능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모터부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효율의 력 자 기기의 보 이 증가

하면서, 이들이 시스템에 직 으로 연결되고 있다. 모터

부하의 비 이 증가하게 되면 에 지 이용효율을 하시켜 

력을 안정 으로 공 하는데 악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력시스템의 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하여 안정도를 

하 시키게 된다. 특히, 모터부하가 집 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무효 력이 크게 소모되어 압 불안정 

상과 계통의 사고 발생 시 압이 느리게 회복되는 

FIDVR(fault induced delayed voltage recovery)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은 사고 제거 후에도 압이 

몇  동안 낮은 수  상태로 유지되는 상으로, 압이 

빠른 시간 안에 붕괴되어 압 불안정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단기 압 안정성의 문제인 FIDVR 상이 최근 

력계통 압안정도 분야에서 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1, 2]. 

FIDVR 상은 단상 HVAC 기기의 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단상 모터 부하의 낮은 

성 특성에 의해 스톨이 발생할 경우 정상 류의 4∼6배에 

달하는 류가 흘러 모터가 소손된다. 이러한 경우 동기 

탈조가 발생하며, 격한 무효 력 소모를 래하여 

압을 복구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 FIDVR 

상은 무효 력의 부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계통의 임피던스를 증가시켜 사고 발생 시  해당지역의 

모든 모터 부하가 정지하는 결과를 래하여 역정

으로 발 할 수  있게 된다[3-6]. 

FIDVR 상은 산업, 상업  주거용 모터 부하가 집 된 

지역에서 무효 력을 충분히 공 해  수 있는 자원  

설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계통의 압이 진 으로 

강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FIDVR 상을 완화하기 

해서 다양한 응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계 기의 작동 시간을 재설정하여 사고 제거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방안과 부하차단을 수행하여 계통의 압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이 있다. 공 측면에서는 무효 력의 

보상을 해 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순동 무효 력 보상기기인 FACTS는 

다이나믹 압을 제어함으로써 계통의 핑을 향상시켜 

력시스템의 과도안정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7-10].

이에 본 논문에서는 FACTS기기 에서 사고 발생 

시 압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효과 으로 계통을 

제어할 수 있는 STATCOM(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을 투입하여 FIDVR 상을 완화시키는 제어 

략에 한 연구를 수행한다. STATCOM의 활용을 해 

기기의 특성을 분석하고 압을 회복시켜 압안정도를 향상

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해 제안한 방안을 실제 

한  계통에 용하여 FIDVR 상 완화에 한 효용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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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COM 활용 방안

계통의 외란이 발생하면 무효 력수 이 변하여 압이 

변동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발 단 부근에서 과도 으로 

유효 력수  불균형이 발생해 발 기가 가속하여 탈조를 

일으키고 력계통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를 방지하기 해 

기존에는 동기조상기, 병렬 콘덴서등을 통해 무효 력을 

제어하여 압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러나 

동기조상기는 유지 보수가 힘들며, 그 외의 장치는 응답

속도가 느린 단 이 있다. 이러한 기술 인 한계를 극복하기 

해 보수가 용이하고 고속의 정 한 압  무효 력 

제어가 가능한 정지형 무효 력 보상장치가 개발되었다. 

표 인 무효 력 보상장치가 STATCOM이다. STATCOM은 

자려식 력소자를 사용하여 병렬 콘덴서나 리액터를 

제어하지 않고, 압원 인버터를 이용하여 무효 력을 

공 한다. STATCOM은 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시스템의 

핑을  향상시키고  유연한  제어   작동을  제공함

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데 활용된다[11, 

12]. 다음 그림 1은 STATCOM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 STATCOM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STATCOM

STATCOM의 DC 커패시터에서 커 링 변압기를 통해 계통 

압과 동기화 된 3 상 압을 생성함으로써 력 시스템의 

정   동  압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버스 압을 허용 

범  내로 유지시킨다. 압 조 의 경우, STATCOM의 

압 소스 변환기(VSC)를 통해 원 시스템에 주입되거나 

흡수되는 무효 력량을 제어하여 커 링 변압기 지 에서 

압을 조정한다. 정상 상태 작동 에는 DC 커패시터를 

통해 VSC에서 생성 된 압 Vc가 시스템 압 V와 동상이 

되어 무효 력 Qc만 흐르게 된다. 시스템의 압이 높으면 

STATCOM은 무효 력을 흡수하는 유도성 모드로 동작하고 

시스템 압이 낮으면 무효 력을 생성하는 용량성 모드로 

동작하여 시스템에 무효 력을 주입한다. 무효 력량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 할 수 있다[11, 12].

 


                 (1)

여기서,  : 무효 력

         : 시스템 압

        : STATCOM 압

        : 커 링 변압기 임피던스

STATCOM이 향상된 압 지원을 제공하고 압에서 

더 많은 무효 력을 제공함으로써 압 안정성 마진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다음 그림 2의 STATCOM V-I  

V-Q 특성곡선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a) V-I Curve

(b) V-Q Curve

그림 2 STATCOM 특성 곡선

Fig. 2 Characteristic curve of STATCOM.

그림 2(a)에서의 청색 역은 STATCOM의 운 역을  

의미한다. X축의 왼쪽 역은 용량성 모드, 오른쪽 역은 

유도성 모드를 의미한다. Y축은 제어가능한 계통 압을 

의미한다. 즉, 출력 압이 교류 계통의 압보다 높으면 

진상 류가 흘러서 콘덴서 부하(capacitive mode)의 역할을 

하며, 계통 압보다 낮으면 지상 류가 흘러 유도성 

부하(inductive mode)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압의 

차이에 의해 류치가 결정되고 무효 력 보상량이 결정된다. 

그림 2(b)에서의 청색 역은 STATCOM이 무효 력을 

제어할 수 있는 범 를 의미한다. X축은 제어가능한 

무효 력용량을 의미하는데, 이는 STATCOM의 연속

인 정격을 의미한다. Y축은 무효 력제어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는 계통 압을 의미한다. 계통이 압 상황

일 때, 무효 력출력이 어들게 된다. 

STATCOM은 AC 커패시터나 리액터가 없기 때문에 

컨버터의 손실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림 2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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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력 류의 최 값은 압의 크기와 무 하다. 따

라서 STATCOM이 계통에 공 하는 무효 력의 용

량은 류가 일정하므로 무효 력용량은 압에 비례

한다. STATCOM은 기본 으로 직류 축 용 콘덴서로 구

동되는 인버터로 구성 되어있으며 3상 출력 압은 교류계통 

압과 상이 일치한다. 등가 으로는 크기와 상을 

신속하게 조 할 수 있으며, 압 상을 변압기 설 리

액턴스를 통하여 계통에 인가한다. 

계통의 선간 압이 평형인 경우, 계통으로부터  

STATCOM으로 유입되는 유효 력의 합계는 항상 0이다. 

그러므로 STATCOM은 력용 콘덴서나 리액터와 같은 

에 지 장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고시의 압

불평형으로 인한 고조 발생분의 흡수를 해 평활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STATCOM을 용하여 계통의 정상상태 

해석을 해서는 정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주입

(injection) 모델을 활용하여 FIDVR 상의 완화를 해 

STATCOM을 무효 력 취약 개소에 투입한다. 그림 3은 

STACOM의 주입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3 STATCOM 주입 모델

Fig. 3 Injection Model of STATCOM

3. 압안정도를 고려한 STATCOM 투입 방안

력계통에는 압 수 에 따라 력을 수송할 수 있는 

한계 이 존재하는데 이는 계통 임피던스에 의한 압의 하 

때문이다. 특히 모터부하와 같은 일정 력 특성(constant 

power)을 갖는 부하가 많은 부분 차지하게 되면 력계통에 

압 불안정 상이 발생하게 된다. 압 불안정 상에 한 

분석을 해 정  해석 방법을 통한 심각한 사고  취약

지역을 결정하여 이를 상세 동  모의를 통해 검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수행하는 

압안정도 해석을 한 차를 나타낸다. 압안정도 평가를 

해 먼  유효 력 여유(PV)해석을 수행하여 압안정도 

여유 기 을 만족하지 않은 사고를 상정고장으로 결정한다. 

유효 력 여유 해석은 계통의 부하와 모선 압과의 

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작성하여 압 안정도 여유를 

산정하는 해석 기법이다. 계통의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계통

내의 압은 모선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계통내의 모든 

모선에서의 압 붕괴 은 특정 모선 압에 계없이 

동일한 부하수 에서 발생하게 된다. 유효 력 여유 

해석은  계통이 수치 으로 정확히 표 된 조류계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조류계산 데이터와 부하모델을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하게 될 경우, 조류 계산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 으로 압 불안정 운 이 된다. 다음

으로 무효 력 여유(QV) 해석을 통해 심각한 상정고장에 

하여 압안정도 에서의 취약 치를 선정한다. 무효

력 여유 해석은 압 불안정 상이 부하단의 무효 력 

수  악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에 을 두고 해석을 수행한다. 

무효 력 해석을 통해서 계통의 무효 력 측면에서의 압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압 붕괴의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지 을 악하여 한 응방안을 용할 수 

있는 치를 선정할 수 있다. 이후 상세 시간모의를 

통해  과도  역에서의 모선의 상태 변화를 찰한다. 

안정도 해석을 한 동  모의를 통해 계통에 사고 발생 

시 모터부하에 의한 FIDVR 상을 찰한다. FIDVR 

상이 찰될 경우 STATCOM을 투입하여 계통의 압을 

빠르게 회복시켜 FIDVR 상을 완화시킨다. 

STATCOM 투입에 의한 향을 분석하기 해 모선의 변화 

여부를 분석하여 계통의 안정화 여부를 단한다.    

그림 4 압안정도 해석 차

Fig. 4 Flowchart of Volatge Stability Analysis

4.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제 한  계통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한  계통은 체 부하의 약 42%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 되어 있어 발 량이 많은 비수도권지역

에서 력을 공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에 력을 

공 하기 한 장거리 송 선로인 융통선로에 사고가 발생

하면 수도권 지역에서의 무효 력의 공  능력 부족으로 

인해 압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터부하(주거  상업)는 수도권

지역에 집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압 지연 회복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압 지연 회복 상의 완화 여부는 모선의 

변화를 찰하여 단하는데 완화 될 경우 압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반면, 압 지연 회복 상이 발생했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무효 력 보상기기의 투입을 활용한다. 사례 연구를 해 

하계 첨두 부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  모의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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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ltage magnitude

(b) Motor speed

(c) Motor slip

그림 5 FIDVR 상에 따른 모선 상태 변화

Fig. 5 Variation of bus status according to FIDVR.

그림 5는 계통에 사고 발생 시 한 제어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부하의 기기 인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압 회복 지연 상을 나타낸다.

가장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모터부하가 격하게 

무효 력을 소모하여 압 강하를 유발하게 된다. 모터

부하는 일반 부하에 비해 많은 양의 무효 력을 순간

으로 흡수하는 회 자 구속 류 상태가 되면 슬립이 1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모터부하의 스톨에 의해 모터부하의 

기계 인 출력과 기 인 출력 토크 곡선이 교차하지 

않아 정상 속도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임피던

스의 증가로 인해 모터의 속도가 히 감속하게 된다.

무효 력 보상을 한 STATCOM의 투입 치를 선정

하기 해서 QV 해석을 수행한다. 가장 심각한 고장인 

765kV 신안성-신서산 사고에 한 취약 지 을 선정하기 

해 QV 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Ranking Bus No. Mvar

1 1700 210

2 2500 225

3 4700 231

4 2750 262

5 1400 289

6 1300 320

표   1  심각한 사고시 QV 해석 결과

Table 1 QV analysis result in case of severe contingency

심각한 사고에 한 취약 치를 선정한 결과 주로 

수도권 동부 지역이 도출되었다. FIDVR 상이 무효

력의 수  악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에서 표 1에서 

선정된 치에 압 불안정을 제거하기 해 STATCOM을 

투입 후보지로 1700, 2500, 4700, 2750 모선을 고려하

으며 투입용량은 다음 표 2와 같다. 

Ranking Injection Placement Capacity

1 1700 400 MVar

2 2500 400 MVar

3 4700 400 MVar

4 2750 400 MVar

표   2  STATCOM 투입 치  용량

Table 2 STATCOM injection placement and capacity

기존에 STATCOM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용량을 

±400Mvar로  변경하여 모의하 다. 한, 투입 상 

모선은 345kV모선으로 제한하 으며, 각 모선에 실제 

설비가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신안성

-신서산 사고 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조류량이 감소

되므로 인근 지역인 4700모선에 직  STATCOM을 투입

하거나, 수도권의 동부지역으로 유입되는 조류량이 증가

할 수 있도록 1700, 2500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은 계통에 사고 발생 시 STATCOM을 투입한 이후의 

모선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STATCOM에 의한 무효 력 

보상 후 계통의 압 지연 회복 상을 찰한 결과, 압 

지연 회복 상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모터

부하의 슬립이 0으로 향하면서 기계  기 인 출력 

토크가 교차하여 정상속도로 회복된다. 한, 모터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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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하지 않아 재기동을 통해 계통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STATCOM 활용하는 방안이 

계통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압 지연 

회복 상을 완화시켜 제안 방안의 효용성을 입증하 다.

(a) Voltage magnitude

(b) Motor speed

(c) Motor slip

그림 6 FIDVR 상 완화에 따른 모선 상태 변화

Fig. 6 Variation of bus status according to FIDVR Mitiga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TATCOM을 투입하여 FIDVR 상을 

완화시켜 계통의 압안정도를 향상시키는 제어 략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모터부하의 비율이 계통 내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는 추세이므로, 모터부하를 

고려할 경우 스톨에 의한 무효 력의 소모로 인해 압이 

지연 회복되는 상이 발생한다. 한, 소형 HVAC 기기의 

낮은 성 특성은 계통에 사고 발생 시 스스로 분리되지 

않아 계통의 압 불안정을 야기시킨다. 이를 해 정  

 동  분석을 통해 STATCOM을 효율 으로 활용

하기 한 제어 략을 수립하 다. 

본 논문에서는 안정도 측면을 주로 연구를 수행하

는데, 실제 인 무효 력 보상기기를 투입을 해서는 

경제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논문에서 

용한 상정고장이 계통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므로, 향후

에는 다양한 상정고장을 용하여 그에 응할 수 있는  

활용 방안  제어 략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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