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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HVDC 제어 시스템의 기능 검증을 위해 구
축한 RTDS 기반의 HILS(Hardware-In-the Loop Simulation)시스템 및
시험 결과를 소개하였다. MMC 기반 VSC HVDC는 다수의 직렬 연결
된 SM(Sub-Module)을 개별 제어해야 하므로 기존의 LCC HVDC 및
2/3-Level 컨버터 기반의 VSC HVDC와 같은 설비들보다 훨씬 더 복잡
한 VBE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정밀한 제어가 가능
해야 하므로 높은 제어 정밀도가 요구된다. (주)효성에서는 제어 시스템
의 성능 검증을 위해 RTDS 기반의 HILS(Hardware-In-the Loop
Simulation)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HVDC 제어 시스템
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RTDS 기반의 HILS
시스템 및 시험 결과를 소개하였다.

1. 서    론

근래 전력전자 분야의 급격한 발전은 각종 전력 설비의 발전을 이끌
고 있다. 특히 대용량 직류 송전 분야의 경우 전압형 HVDC는 전류형
HVDC에 비하여 독립적인 유/무효 전력 제어 및 black start가 가능하
고, 신속한 제어응답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IGBT의 정격용량
및 내전압 문제, 큰 손실 등의 이유로 대용량화가 어려웠으므로 전류형
HVDC가 주로 설치되고 있었으나, 최근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 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용량화가 가능해졌다. 최근 전압형
HVDC 송전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단일 프로젝
트 용량이 1GW에 이르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숫자는
전류형 HVDC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MMC 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효
성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 하에 국
내 업체 및 대학들과 함께 이 MMC VSC HVDC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컨버터 및 제어시스템의 제작을 완료하고 각종 기능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HVDC 제어 시스템의 기능
검증을 위해 구축한 RTDS 기반의 HILS(Hardware-In-the Loop
Simulation)시스템을 소개하고 시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MMC HVDC 회로 및 제어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MMC HVDC의 회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MMC는 2개의
IGBT와 1개의 DC Capacitor로 구성된 Half-Bridge SM(Sub-Module)이
직렬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각 상(Phase)은 AC 단자와 양극(Positive
Pole), 그리고 음극(Negative Pole) 단자 사이에 SM들의 직렬연결 회로
와 리액터로 구성된 컨버터 Arm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림 2는 MMC HVDC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개발된 제어 시스템의 상위 레벨 통신은 Ethernet 기반의 IEC
61850 프로토콜을 이용하였으며, 하위 단의 통신은 고속 Serial 통신을
이용하였다. 제어 시스템 구성 요소별 수행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HMI
- 운전자 지령 및 switchyard 제어 입력
- 컨버터 / switchyard / 제어기 상태 및 Event 표시
2) Application Server
- IEC 61850 Client 수행
- Local / Remote HMI 와 CCP 제어기/Bay Controller 연결
3) TFR (Transient Fault Recorder)
- 전압/전류 계측, CCP 제어기 연산 결과, switch 동작 상태 기록
4) CCP(Convertr Control & Protection) 제어기
- HVDC 운전과 관련된 시스템 제어 수행 : P, Q, V 제어 등
- Arm제어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Vref 등의 제어 지령 생성
- IEC 61850 Server 수행
5) Arm 제어기

- 컨버터 Arm 동작과 관련된 제어 수행
- 상위 레벨 제어기의 지령에 따른 Modulation 연산
: NLC(Nearest Level Control) 또는 PWM

- Submodule 전압 제어
6) Submodule 제어기
- Submodule 내의 IGBT 제어 및 보호 동작 수행
- 측정된 커패시터 전압 등을 상위로 전송

<그림 1> MMC HVDC 회로 구조 

<그림 2> MMC HVDC 제어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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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RTDS 기반 HILS 시스템 구축 
그림 3 및 그림 4는 RTDS 기반의 HILS 시스템 및 모의 계통을 보인
것이다. 컨버터 및 계통의 응동은 RTDS에서 시뮬레이션되며,
HMI/Application Server, TFR, CCP 제어기, Arm 제어기 및 야드 설비
제어를 위한 Bay Controller 및 Ethernet 기반 IEC 61850 통신 네트워크
는 모두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다만, SM 제어기는 SM에 사용된
각종 Drive Unit 및 센서들과 HILS에 사용되는 RTDS의 GT I/O 카드
들은 인터페이스 등이 다르므로 SM 제어기를 그대로 이용하기가 불가
능하다. 따라서 SM 제어기와 대부분의 사양이 동일하고, SM과의 인터
페이스 부분만을 RTDS GT I/O 카드와 맞춘 축약된 형태의 SM 제어
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4는 RTDS를 이용하여 모의하는 계통도를 보인 것으로 국책과제
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구축될 예정인 B2B HVDC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그림 3> RTDS 기반 HILS 시스템 

<그림 4> RTDS 모의 계통도 

  2.3 RTDS 기반 HILS 결과 
그림 4의 모의 계통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Station #1은 풍력 발전단
이 연계되고, Station #2는 한전 계통과 연계된 것을 상정하였으므로
Station #1은 유효전력 제어를, Station #2에서 DC 링크 전압 제어를 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Station은 DC 링크 전압 제어 또는 유
효 전려 제어와는 독립적으로 무효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모든
CB/DS/ES는 IEC 61850 통신을 통해 제어된다.
그림 5는 Station #2의 DC 링크 전압 제어 수행 결과를 보인 것으로 제
어 지령에 따라 DC 링크 전압이 제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DC 링크 전압 제어(Station #2)

그림 6은 Station #2의 무효전력제어 수행 결과를 보인 것으로 무효 전
력 제어 지령에 따라 컨버터 AC 출력 전류가 증가하여 계통에 무효 전
력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Station #1의 유효전력제어 수행 결과를 보인 것으로 풍력 발

전단에서 생성된 전력이 B2B HVDC 시스템을 통해 계통에 공급되는
구조이므로 유효 전력 제어의 지령은 (-) 방향은 풍력 발전단에서
Station #1으로 유효 전력이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 전력 제어
지령에 따라 유효 전력이 제어되며 이에 의해 컨버터 AC 출력 전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무효전력 제어(Station #2)

<그림 7> 유효전력 제어(Station #1)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HVDC 제어 시스템의 기능 검증을
위해 구축한 RTDS 기반의 HILS(Hardware-In-the Loop Simulation)시
스템 및 시험 결과를 소개하였다. HILS 시스템을 이용한 시험을 통해
개발된 제어 시스템이 유/무효 전력 제어 및 DC 링크 전압 제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구축된 HILS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제어 기능, 보호 기능
및 LVRT 등의 기능을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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