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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coordinative control method 
between STATCOM installed within substation and other 
reactive power resources including Shunt Reactors and Shunt 
Capacitors and OLTC.
 Voltage/Reactive power control has various difficult aspects 
to control because of analysis and system dynamics error. 
This coordinative control method suggests practical algorithm 
regarding system voltage and reactive power status which is 
easy to implement in substation basis. In normal status, 
STATCOM-Shunts-OLTC are in operation. The proposed 
algorithm is tested and verified in EMTP/RV. And this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control multiple reactive power 

devices combined with SCADA/EMS system.  

1. 서    론

우리나라는 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력 설비와 고
도의 력 품질 기술이 요구되어왔다. 이러한 변하는 력 시
장과 가 되는 력 설비 확장의 어려움은 새로운 기술을   필
요로 하 다. 
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제어기는 력망의 
조류, 압제어에 범 하게 용 가능한 기술로서 그 응용범
가 확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력변환설비들은 고가의 정 장비로서 그 효
용을 최 화하기 해서는 기존 계통의 력설비(OLTC, Shunts, 
동기조상기) 등과 긴 한 조제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계통 압 지령이 주어 졌을 때 미  345kV 변 소
에 설치 정인 ±100MVA STATCOM과 병렬 리액터, 커패시터 
뱅크를 포함한 기존 조상 설비간의 조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2. 본    론

  2.1 STATCOM-Shunts-OLTC Coordination
 
제안하는 조 제어 방법은 변 소 차원의 무효 력 제어방식
으로 STATCOM과 병렬형 리액터, 커패시터 뱅크  OLTC를 
포함한다. .
 제어에 필요한 기  압, 기  무효 력  순동 무효 력량은 
앙 에서 받게 되며, 해당 변 소에서는 계통 상황과 목
함수에 따라 각 제어기기의 투입 우선 순서가 다르게 설정된다. 
  
2.1.1 Process of Coordinative control Algorithm

제안한 조 제어 알고리즘은 변 소의 1차, 2차 모선 압이 변
압기에 의해 서로 종속된 계로 가정한다. 따라서 1차 모선 압
을 먼  측정하여 만약 측정된 압이 설정된 dead band를 넘게 
되면 병렬형 리액터 뱅크가 동작하도록 하 다. 동작 이후 순차
으로 2차 모선 압을 측정하여 계통 외란이 해소된다면 2차
측 조상설비는 동작하지 않도록 하 고, 만약 측정된 압이 
dead band를 넘게 되면 2차측 모선에 설치된 병렬형 커패시터 
뱅크가 동작하도록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OLTC를 동작시켜 
시스템 압이 기  압을 만족하도록 구 하 다. (그림 1). 
 시스템 압이 설정된 dead band를 넘게 되면, STATCOM은 
가장 빠르게 계통 외란에 해 응동한다. 
 만약 STATCOM 투입 이후 계통 외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병렬형 리액터/ 커패시터 뱅크가 압 오차에 의해 투입

된다. 마지막으로 OLTC가 동작하여 시스템 압이 설정된 dead 
band안으로 설정되도록 동작하게 된다. 
 각 제어기의 동작 범 는 변 소의 1차, 2차 압 변동량과 
dead band 설정치  동작한계치 등과 긴 한 계를 가진다. 
 정상 상태에서는 시스템 압이 기  압에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목 이지만, 비상상태에서는 미리 조상 설비의 투입 감도를 
조사하여 설비들의 가능한 용량을 동시 투입하는 것이 요한 
목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 한 합한 조작 방법이 수
반되어야 한다. 

<그림 1> 협조제어 알고리즘 순서도

2.2 Simulation Results

 간단한 모의 모델의 용하여 제안한 조제어 알고리즘의 타
당성을 검증하 다. 모의 계통의 타당성 검증을 한 사례는 다
음과 같다. 

2.2.1 System configuration

 모의 계통은 변 소의 1차, 2차 모선과 부하  ±100MVA 
STATCOM과 소내 조상설비 (병렬형 리액터, 커패시터 뱅크, 
OLTC)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 조류 계산을 통하여 변
소 1차 계통은 원과 테 난 등가 임피던스로 모형화 하 고, 2
차 계통은 부하로만 산정하 다. 
  

<그림 2> 미금 4-bus 모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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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Test case
 
  계통의 상황에 따라 1, 2차모선 압이 변화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각 
조상설비의 동작 특성  투입 순서를 검토하기 해 표 1과 같이 모의 
상황을 선정하 다. 

표 1 모의 계통의 case 별 전압과 부하

- Case 1 
  1차, 2차 압 오차가 모두 양인 경우, 먼  1차 압 오차에 
의해 병렬형 리액터가 투입되고, 순차 으로 2차 압 오차에 의
한 병렬형 커패시터가 분리되어 기  압 근처로 낮추고 있다. 

 

     

  
- Case 2 
 1차, 2차 압 오차가 모두 음인 경우, 먼  1차 압 오차에 
의해 병렬형 리액터가 분리되고, 순차 으로 2차 압 오차에 의
한 병렬형 커패시터가 투입되어 기  압 근처로 높이고 있다.

  
- Case 3
 1차, 2차 압 오차가 모두 양인 경우, 병렬형 리액터, 커패시터 
뱅크에 의해 압 외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OLTC는 탭을 높
여 기  압 근처로 낮추고 있다. 

   

 

- Case 4
 1차, 2차 압 오차가 모두 음인 경우, 병렬형 리액터, 커패시터 
뱅크에 의해 압 외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OLTC는 탭을 낮
추어 기  압 근처로 높이고 있다.

  

3. 결    론

 본 논문은 변 소 1차측에 설치될 FACTS 기기인 STATCOM
의 활용성을 최 화하기 해 기존 소내 조상설비(Shunt 
Reactor, Capacitor, OLTC)와의 조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그리고 제어 특성을 검토하기 하여 EMTP/RV로 모의하
다. 
 그리고 미  변 소 인근 계통 상황을 분석하여 제안한 조제
어기의 제어특성 분석을 한 기본 계통 모델로 활용하 다.
 ±100MVA STATCOM이 설치될 미  345kV 변 소의 계통 상
황을 분석하여 순차  조제어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1차, 2차 
모선 압 오차를 산정하여 합한 제어특성을 가진 무효 제어기
기를 선정하고 이를 제어기법에 따라 동작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 상태 조제어 특성을 분석하 다. 
 조제어기의 제어특성 분석을 해 변 소 1차, 2차 계통을 반
한 2-bus system을 사용하 지만 모선 확장을 통하여 변 소 
인근 계통을 반 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계통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상상태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반 문제를 분석하여 
안 성을 확보하도록 보다 정 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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