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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DC 적용을 위한 MMC 기반 Back-to-Back 컨버터의 
스위칭레벨 동작분석

Switching-Level Operation Analysis of MMC-based Back-to-Back Converter 
for HVDC Application

홍 정 원*․정 종 규*․유 승 환*․최 종 윤**․한 병 문†  

(Jung-Won Hong․Jong-kyou Jeong․Seong-Hwan yoo․Jong-Yun Choi․Byung-Moon Han)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a switching-level operation analysis of BTB(Back-To-Back) converter for HVDC(high 

voltage DC) application based on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 A switching-level operation analysis for BTB 

converter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verter operation in detail and check the voltage and current transients 

in each components. However, the development of switching-level simulation model for the actual size BTB Converter is 

very difficult because the MMC normally has more than 150 sub-modules for each arm. So, a switching level simulation 

model for the 11-level MMC-based BTB converter was developed with PSCAD/EMTDC software, which has 12 

sub-modules for the positive arm and another 12 sub-modules for the negative arm. The DC-voltage balance algorithm, 

the circulating-current reduction algorithm, the harmonic reduction algorithm, and the redundancy operation algorithm 

were included in this simulation model. The developed simulation model can be utilized to analyze the MMC-based BTB 

converter for HVDC application in switching level and to develop the protection scheme for the MMC-based BTB 

converter for HVDC application.

Key Words : HVDC(high voltage DC) system, VSC(voltage source converter),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 

SM(sub-module), DC voltage balance, circulating current, Redundancy module, Harmonic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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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단  풍력발 단지가 해상에 설치되면서 여기서 

생산된 력을 육지로 송하는 방식으로 MMC를 기반으로 

한 압형 HVDC 시스템이 개발되어 채택되고 있다. 압

형 HVDC 시스템은 1990년  말 ABB 사가 스웨덴 Gotland 

섬에 80kV/50MW 이로트 시스템을 설치 운 하면서 시작

되었는데 Thyristor를 기반으로 하는 류형 HVDC에 비해 

Black Start가 가능하고 진-지상 역에서 동작이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어 차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1]. 그런데 

ABB사가 창기에 개발한 압형 HVDC는 동작 압과 

송용량을 증 하기 해 스 칭소자를 직렬로 연결하고 

PWM 스 칭 방식을 채택하 다. 이 방식은 다수의 스 칭

소자를 직렬로 결합하기 해 각 소자에 걸리는 압을 균

등하게 유지하기 해 복잡한 클램  회로와 게이 신호의 

타이 기법을 필요로 한다[2].

스 칭소자를 직렬로 결합하는 방식의 단 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방식이 스 칭소자를 가지고 half-bridge 형태의 

SM(sub-module)을 구성하고 이를 직렬로 결합한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이다[3, 4]. MMC는 스

칭소자를 직렬로 결합하여 구성한 압원 컨버터에 비해 

DC 압의 Balancing이 용이하고, 기본 로 스 칭을 하므

로 스 칭손실이 낮으며, 생성하는 출력 압의 고조  벨

이 낮은 장 을 갖는다[5]. 

직류송 에 용할 목 으로 MMC의 토폴로지를 제안하

고 동작을 분석한 것은 독일 Budeswher 학의 Marquart 

교수이다. 그는 MMC-기반 HVDC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실

험실에서 상세하게 동작을 분석하 다[6, 7]. 이 게 실험실

에서 검증된 MMC-기반 HVDC 시스템 기술은 Siemens사

에 이 되어  세계 으로 처음 200kV/400MW 용량의 

HVDC 시스템이 미국 샌 란시스코 근방에 설치되어 운용

하고 있다[8].

ABB사도 효율개선을 해 기에 개발한 스 칭소자를 

직렬로 결합한 방식은 포기하고, 재는 half-bridge SM을 

구성하는 각 스 치를 다수의 스 칭소자를 직렬로 결합하

여 구성하고 이 SM을 직렬로 결합하여 MMC를 구성한다. 

MMC-기반 HVDC 시스템은 소자와 시스템 설계 기술의 발

달로 그 송용량이 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Thyristor

를 기반으로 하는 류형 HVDC 시스템을 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설치될 MMC-기반 HVDC 시스템의 동작을 체계

으로 이해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고장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악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법을 도출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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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뮬 이션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MMC-기반 HVDC 시스템은 각상 한 암(Arm)당 150개의 

SM을 가지고 있어 스 칭- 벨로 동작을 분석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각 SM을 구성하고 있는 스 칭소자와 수동소자를 개별

으로 고려하는 신 SM 하나를 충·방  조 이 가능한 

등가 원으로 모델링하고 이들 등가 원 150개를 직렬로 결

합하여 각상 한 암을 구성하여 시뮬 이션을 실시하는 방법

이 몇몇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9-11]. 그러나 이 경우 

시뮬 이션의 복잡성은 단순화 할 수 있으나 실제 MMC 컨

버터의 동작을 스 칭- 벨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MMC-기반 HVDC 컨버터를 설계하거나 력 자

인 에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MMC-기반 HVDC 시스템의 동작을 스

칭- 벨에서 분석하고 MMC 컨버터를 설계하는데 활용할 

목 으로 각상 한 Arm당 12개의 SM을 갖는 MMC-기반 

BTB HVDC 시스템을 상으로 시뮬 이션 모델을 개발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개발한 시뮬 이션 모델에서는 각 

SM의 DC 압 평형유지 알고리즘, 순환 류 억제를 한 

알고리즘, 교류 출력 압의 고조 를 감하기 한 알고리

즘, 그리고 고장이 발생한 SM을 바이패스 하는 알고리즘을 

채택하 다.

2.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

2.1 MMC의 구성

그림 1 MMC와 SM의 구조, (a) 3상 MMC 시스템, (b) SM(하

 모듈), (c) 등가 회로  

Fig. 1 Design of MMC and SM, (a) 3-phase MMC system, 

(b) SM(sub-module), (c) Equivalent circuit

그림 1은 3상으로 구성된 MMC의 회로 구성도이다. 

MMC의 한 상은 상·하단 두 개의 암과 두 개의 암 리액터

로 구성되며, 각 암은 직렬로 연결된 SM로 구성이 된다. 

MMC를 구성하는 SM은 두 개의 자기소호가 가능한 반도체 

스 치와 하나의 커패시터로 구성되어 있다. SM은 상·하단 

반도체 스 치의 ON/OFF 동작과 류방향에 따라 출력 측 

터미  압을 커패시터의 압 는  압으로 형성하며, 

이 때 커패시터의 양극을 통해 류가 흘러 들어갈 때 커패

시터의 압은 상승하고, 커패시터의 양극을 통해 류가 나

갈 때는 커패시터의 압은 하강한다. 그러므로 SM의 커패

시터 압은 반도체 스 치의 동작과 류의 방향에 따라서 

변동되며, 한 스 칭 동작을 하지 않으면 특정 SM의 

커패시터 압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강하여 SM의 출

력 터미  압을 하게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MMC의 출력 압의 THD(Total Harmonic Distortions)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SM의 커패시

터 압을 일정 값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요하다.

MMC는 컨버터의 용량화를 해 제안된 다이오드 클

램  방식 는 라잉 커패시터 방식 멀티 벨 컨버터가 

갖는 단 인 시스템구성의 복잡성과 모듈화의 어려움을 해

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MMC는 여러 개의 독립 인 모

듈을 이용하여 체 컨버터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 을 가지고 있다.

- Staircase modulation 방식을 사용하면 SM을 구성하는 

반도체 스 치의 스 칭 주 수가 원주 수의 3배정

도의 낮은 주 수로 동작하여 PWM 방식에 비해 운

손실을 일 수 있다. 

- Staircase modulation 방식에 의해 형성된 MMC의 출

력 압은 정 에 가깝게 형성되기 때문에 출력단의 

필터가 매우 작거나 없어도 되므로 설치면 이 약 40%

가 감소된다. 

- MMC의 구성은 모듈 단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

되는 환경의 압 벨  용량에 매우 유연하게 응

할 수 있으며, 용량의 확장은 1000MW까지 가능하다 

- MMC의 출력 압은 정 에 근사한 모양으로 형성되

어 Standard AC 변압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 DC 단에 용량 커패시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di/dt, dv/dt특성을 갖는다.

 

그림 2 내부 류에 따른 SM의 3가지 상태

Fig. 2 3 State of SM according to inner current

MMC를 구성하는 SM의 동작 상태는 반도체 스 치의 

동작과 류방향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림 2는 반도체 스 치 동작과 류 방향에 따른 SM의 3가

지 동작 상태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동작 상태는 두 개의 

반도체 스 치가 모두 OFF된 상태로 류의 방향에 따라 

상단 스 치를 통해 커패시터를 충 하거나 하단 스 치를 

통해 Bypass된다. 두 번째  동작 상태는 SM의 ON상태이

며, 상단 스 치만 ON된 상태로 류의 방향에 따라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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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치의 역방향 다이오드를 통해 커패시터를 충 하거나 

상단 스 치를 통해 커패시터를 방 한다. 이 때 SM의 출

력 터미 에는 커패시터의 압이 출력된다. 세 번째 동작 

상태는 SM의 OFF상태이며, 하단 스 치만 ON된 상태로 

류의 방향에 따라 하단 스 치를 통해 Bypass되거나, 하

단 스 치의 역방향 다이오드를 통해 Bypass된다. 이 때 

SM의 출력 터미 에는  압이 출력된다.  

Staircase modulation 방식을 이용하여 MMC의 출력 압

을 형성하는 경우, 출력 압의 벨은 암을 구성하는 SM의 

개수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에서는 비모듈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1과 같이 암을 구성하는 SM의 개수가 n이라

면, 출력 압의 압 벨은 n+1로 형성이 된다. 출력 압의 

각 벨은 상·하단 암의 ON 상태인 SM 개수에 의해 결정

된다. 성 을 기 으로 압을 형성하기 해서는 상단 

암의 체 SM  n/2개와 하단 암의 체 SM  n/2개가 

ON 되어야 한다. 성 을 기 으로 양(+)의 1- 벨 압을 

형성하기 해서는 상단 암의 SM  n/2-1개의 SM이 ON 

되어야 하며, 하단 암의 SM  n/2+1개의 SM이 ON되어야 

한다. 반 로 음(-)의 1- 벨 압을 형성하기 해서는 상

단 암의 SM  n/2+1개의 SM이 ON 되어야 하며, 하단 암

의 SM  n/2-1개의 SM이 ON되어야 한다. 출력 압이 

성 을 기 으로 양의 n/2- 벨 압을 형성하기 해서는 

하단 암의 모든 SM이 ON되고, 상단 암의 모든 SM이 OFF

되어야 한다. 반 로 음의 n/2- 벨 압을 형성하기 해

서는 상단 암의 모든 SM이 ON되고, 하단 암의 모든 SM이 

OFF되어야 한다. 

  

2.2 SM 커패시터 압균등 알고리즘

SM이 ON 상태일 때, 출력터미 에는 커패시터의 압이 

형성이 되는데 3상의 상·하단 암의 모든 SM의 커패시터 

압이 일정값(DC-link 압/n)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MMC의 

출력 압 형은 정 에 가까운 형으로 형성되지 못하

며, THD가 상승한다. 한 SM의 반도체 스 치에 불균등

한 압 스트 스를 으로써 악 향을 미친다.

그림 3 SM 커패시터 압 균등 알고리즘

Fig. 3 SM capacitor voltage balancing algorithm

그러므로 MMC의 모든 SM 커패시터 압은 일정 값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제어주기마다 각 

암별로 SM 커패시터 압을 측정하고 sorting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림차순 는 오름차순으로 측정된 SM 커패시터 

압을 정렬한다. MMC가 출력해야 할 압의 벨이 결정

되면, 이 압을 형성하기 한 상·하단 암 SM의 ON 상태 

개수와 OFF 상태 개수가 결정이 된다. SM은 ON 상태일 

때 류의 방향에 따라서 커패시터 압이 충 되거나 방

되는데, 만약 류의 방향이 SM의 커패시터를 충 하는 방

향으로 흐른다면 sorting 알고리즘에 의해 정렬된 커패시터

의 압 에서 작은 압을 갖는 커패시터가 속한 SM들이 

일정 압을 유지하기 해 ON 되어야 하는 개수만큼 ON 

된다. 반 로 류의 방향이 SM의 커패시터를 방 하는 방

향으로 흐른다면 sorting 알고리즘에 의해 정렬된 커패시터

의 압 에서 큰 압을 갖는 커패시터가 속한 SM들이 

일정 압을 유지하기 해 ON 되어야 하는 개수만큼 ON 

된다. 그림 3은 MMC를 구성하는 모든 SM의 커패시터 압

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한 DC 압 밸런싱(Balancing) 알

고리즘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2.3 SM 커패시터 설계

SM의 커패시터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한 알고리

즘에 의해 매 주기마다 는 여러 주기마다 SM의 ON/OFF 

상태는 변동된다. 이에 따라 커패시터의 충·방 동작은 반복

이 되고, 커패시터 압은 일정 값을 기 으로 흔들린다. 커

패시터의 압 흔들림이 일정 기 값을 벗어나면 출력 압

의 리 이 증가하게 되어 체 인 제어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커패시터의 압 흔들림을 일정한 기  값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그 게 하기 해서는 SM의 에 지 입·출

입 계를 수식 으로 유도하여 시스템 조건에 따른 커패시

터의 용량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미 몇몇 연구자

들에 의해 수식 으로 해석이 되었으며, 설정하고자 하는 

압 흔들림의 범 에 따른 커패시터의 용량이 결정되는 수식

이 있어 이를 인용하여 구 하고자 하는 MMC 시스템의 

SM 커패시터 용량을 설정하 다[12]. 인용된 수식은 식 (1)

과 같으며, 각 라미터에 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 ××





×

×cos
 



(1)

symbol description
 ×cos
 Voltage Modulation Index

 The Number of SMs per Arm

 Fundamental Frequency

 Voltage Ripple of the Capacitor

 Mean Value of the Capacitor Voltage

cos Power Factor

표   1  SM 커패시터 설계 라미터

Table 1 SM capacitor design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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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MC 제어 알고리즘

3.1 MMC 제어기 구성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구 한 MMC의 제어 구성도를 나

타낸 것이다. 제어기의 구성은 최상  제어기인 Master 

controller부터 최하  제어기인 SM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controller는 MMC의 동작을 한 제어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있다. Master controller는 Energy Management 

Strategy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무효 력 지령치를 생성하

고 생성된 지령치는 하  제어기인 류제어기(Current 

controller)로 달된다. 류제어기는 순환 류를 억제하는 

알고리즘과 류제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 제

어기에서 받은 지령에 의해 A, B, C상 기 압의 지령치를 

생성하고 하 제어기인 Arm controller에 달한다. Arm 

controller는 출력 압 고조  감 알고리즘, SM 커패시터 

압균등 알고리즘, Redundancy module 투입 동작 알고리

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 제어기에서 받은 지령에 의해 

각 암의 SM  ON 되어야 하는 SM의 개수의 지령치를 생

성하고 하 제어기인 SM controller로 달한다. SM 

controller는 지령을 받아 한 SM을 ON 상태로 동작시

킨다. 

그림 4 MMC의 제어기 구조

Fig. 4 Controller structure of MMC

3.2 출력 압 고조  감 알고리즘

그림 5 고조  제거를 한 등면 법

Fig. 5 EAM for harmonic reduction

MMC의 출력 압을 형성하는 방식은 크게 PWM 방식과 

staircase modulation 방식이 있다[13]. PWM 방식은 스 칭

주 수가 높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용량의 시스템에 용

이 부 합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staircase modulation 방식

을 이용하여 출력 압을 형성하 다. MMC의 출력 압은 

상·하단 암을 이루고 있는 각 SM이 한 순간에 

ON/OFF 동작을 수행해야 형이 정 에 가깝게 형성된

다. 본 논문에서는 출력 압의 고조 를 최소화하기 한 

방법으로 그림 5에 보인 등면 법(EAM : Equal Area 

Method)을 용하 다[14].

만약 두 개의 빗  친 부분의 면 이 동일하다면 암을 구

성하는 SM의 개수로 형성할 수 있는 출력 압의 형은 최

소의 고조 를 함유한다. 식 (2)는 두 개의 면 이 동일하게 

될 수 있는 를 구하기 한 수식이다. 





sin




sin         (2)

식 (2)를 정리하면 식 (3)과 같다.

 

  cos cos
              (3)

식 (3)에서 θA와 θB는 식 (4)에서 각각 얻을 수 있다.

  sin 

   sin 


                     (4)

식 (3)을 SM의 개수가 변동되어도 용할 수 있도록 일

반화하면 식 (5)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cos cos   
  (5)

단,  ⋯    

 


 이며, M은 n/2 이다. 

(n : 암의 SM 개수)

3.3 류제어기

그림 6은 MMC의 유·무효 력을 제어하기 해 출력 압

의 크기와 상을 제어하는 류제어기를 나타낸 것이다. 

류제어기는 상 제어기에서 유·무효 력의 지령을 받아 3

상 기 압을 생성한다. 류제어기의 동작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유효 류의 기 값은 실측 유효 류와 비

교하여 PI 제어기를 거쳐 컨버터의 유효 압성분을 생성한

다. 이 유효 압성분은 실측유효 압성분과 합쳐지고 다시 

무효 류성분에서 공 되는 교차성분만큼 보정된 후 컨버터

가 출력해야 할 기  유효 압 
를 생성한다. 한편 무효

류의 기 값은 실측무효 류와 비교하여 PI 제어기를 거쳐 

컨버터의 무효 압성분을 생성한다. 이 무효 압성분은 실

측무효 압성분과 합쳐지고 다시 유효 류성분에서 공 되

는 교차성분만큼 보정된 후 컨버터가 출력해야 할 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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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를 생성한다. 이 게 형성된 기  유·무효 압을 d-q

역변환하면 컨버터가 출력해야 하는 기  상 압 
 , 

 , 


이 생성된다. PWM 방식의 경우 이 기  상 압을 삼각 와 

비교하여 게이트 펄스를 생성하지만, staircase modulation 

방식은 류제어기에서 생성된 기  상 압이 출력 압의 

고조 감을 한 알고리즘(EAM)에 입력되어 MMC의 출

력 압의 고조 가 최소가 되는 지 에서 SM을 ON/OFF 

시킬 수 있는 게이트 펄스를 생성한다. 

그림 6 류 제어기

Fig. 6 Current controller

3.4 CCSC(Circulating Current Suppressing Controller)

그림 7 MMC의 순환 류

Fig. 7 Circulating current of MMC

MMC는 출력 압형성의 특성상 상단 암과 하단 암의 

압 차가 주기 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른 내부 순환 류가 

발생한다. 그림 7은 MMC의 등가회로도를 통해 내부순환

류(isuma, isumb, isumc)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순환 류는 암 류를 왜곡시키고 SM 커패시터 압의 

리 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를 억제하기 해서 암 리액터

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암 리액터의 용량증가

는 제어의 속응성을 하시키고 시스템의 비용을 증가시키

는 단 이 있다. 그래서 논문[15, 16]에서는 순환 류를 억제

시키기 한 제어기를 제안하고 분석하 는데, 본 논문에서

는 논문[15, 16]에서 제안한 CCSC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PSCAD/EMTDC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 하 다. MMC의 

각 상에 흐르는 순환 류는 계통주 수의 2배 주 수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순이 A, C, B상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를 d-q변환과정을 거쳐 d, q성분으로 변환하고 PI제어기를 

이용해 순환 류를 억제할 수 있는 한 d, q성분의 기

압을 생성한다. 생성된 CCSC 기 압은 그림 8(b)와 같

이 류제어기에서 생성된 기 압과 합쳐져서 새로운 A, 

B, C상 기 상 압을 생성한다. 새로운 A, B, C상 기 상

압을 EAM에 용함으로서 순환 류를 억제하고 고조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출력 압을 생성한다.

(a) CCSC

(b) Current controller with CCSC

그림 8 류 제어기

Fig. 8 Current controller

3.5 Redundancy Module 동작 알고리즘

MMC는 SM이 직렬로 연결되어 암을 이루고 두 개의 암

과 두 개의 암 리액터가 한 상을 이룬다. 암을 이루는 SM

의 개수는 출력하고자 하는 압 벨에 따라서 정해진다. 

출력 압의 벨을 n+1 벨로 설정하고 싶다면 암의 SM 개

수는 n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암을 이루는 SM의 개수

를 n+1 는 n+2개와 같이 증가시키고 평상시 운  에는 

n+1 는 n+2개의 SM  n개만 동작시키다가,  SM 1개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이 발생한 SM은 기계식 스 치를 통

해서 bypass시키고 1개 는 2개의 비모듈(Redundancy 

Module)을 출력 압을 형성하는데 투입함으로써 SM의 고

장 발생 시에도 정상상태 운 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 모듈은 특정 SM을 지정한 후 모든 SM이 정상상태로 동

작하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n+2개의 SM 커패시터의 압이 모두 측정되어 소  

알고리즘(sorting algorithm)에 의해 정렬이 된 후 압형성

을 해 ON되어야 하는 SM의 개수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결국 압형성을 하기 해 ON 되는 SM의 개수는 n+2개 

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n+2개의 

SM의 커패시터 압은 모두 일정 압을 형성하고 일정한 

에 지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의 SM이 고장에 

의해 탈락이 되면 총 n+1개의 SM  n개를 ON 시켜 출력

압을 안정 으로 형성한다.

하지만 만약 암이 n+2개로 구성되고 비모듈 2개를 특

정 SM로 설정하고 비 모듈을 제외한 n개의 정상 SM로 

출력 압을 형성하다가 하나의 SM에 고장이 발생하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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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때 비 모듈의 커패시터에는 

에 지가 충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압 이상으로 

압을 충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신속한 투입에 의한 

압형성이 되지 못한다.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 모듈의 투입동작 알고리즘을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9 비 모듈 동작 알고리즘

Fig. 9 Redundancy module operation algorithm

4. 11-Level MMC HVDC 시뮬 이션 모델

4.1  11-level  MMC HVDC System

그림 10 25MVA 11- 벨 MMC HVDC 시스템

Fig. 10 25MVA 11-level MMC HVDC System

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구 한 25MVA  11-level MMC 

HVDC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체 시스템은 2기의 

MMC가 BTB(Back-to-Back)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DC 

link 압은 ±10kV로 제어된다. MMC HVDC 시스템은 1기

의 MMC가 유효 력제어를 통해 DC link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어동작을 수행하고 무효 력제어를 통해서 연계

된 계통의 역률제어 는 계통 압안정화 제어를 선택 으

로 수행한다. 다른 1기의 MMC는 유효 력제어를 통해서 

력의 흐름을 양방향으로 제어하고 무효 력제어를 통해서 

역률제어 는 계통 압안정화 제어를 수행한다. 출력 압

을 11- 벨로 형성하기 해서는 암을 이루는 SM의 개수가 

10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의 시뮬 이션 모델은 각 

암에 redundancy module이 각각 2개씩 추가되어, 암을 이루

는 SM의 총 개수는 12개로 이루어진다. 암 리액터는 정상

상태 운 에서는 순환 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DC 측 

사고 발생 시 사고 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변압기는 

MMC의 출력 압을 계통 압 크기로 승압하고, 시스템과 

계통을 기 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Item Values

 Rated Power  25 MVA

 DC Link Voltage  20 kV

 SM Capacitor  9100 uF

 Arm reactor  2.5 mH

 Line-Line Output Voltage  11.0 kV

 Tr.(Y, 22.9kV//△, 11.0kV)

 Leakage Reactance
 5.5 mH

 Number of SM per Arm  12 ea

표   2  시스템 라미터

Table 2 System parameter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 로그램을 이용하여 표 

2에 시스템 라미터를 제시한 25MVA 11-level MMC 

HVDC System에 해  시뮬 이션모델을 개발하고 에서 

언 한 개별 SM 커패시터 압 평형 알고리즘, 순환 류 

억제 알고리즘, 출력 압 고조  감 알고리즘, 그리고 SM

에 고장이 발생하면 비 모듈을 투입시키는 redundancy 

module 동작 알고리즘을 구 하 다. 모든 제어 알고리즘은 

C 코드로 구성된 사용자정의모델을 이용하여 구 하 고 그 

타당성은 시뮬 이션 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4.2 유·무효 력제어 시뮬 이션

MMC 컨버터로 구성된 BTB(Back-To-Back) HVDC 시

스템의 시뮬 이션 모델을 구성하고 한 시나리오에 따

른 유·무효 력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주

요 지 의 압, 류를 확인하여 MMC의 출력 압과 출력

류의 THD를 확인하 으며, 설계된 SM 커패시터에 나타

나는 압 리 이 한 값을 갖는지 확인하 다.

Item Values

Mode 1 2 3 4 5 6 7 8 9 10

Paref 20M    0M -20M 0M

Qaref 0M 15M 0M -15M 0M

Qbref 0M 15M -15M

표   3  시뮬 이션 타임 테이블

Table 3 Simulation time table

표 3은 시간에 따른 유·무효 력 지령값을 10개 모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에서 송 단 MMC-A는 유효 력제

어를 통해서 유효 력의 흐름을 양방향으로 제어하며 수

단 MMC-B는 DC-link 압을 일정값으로 제어한다.

그림 11은 시간에 따른 유·무효 력의 지령값과 실측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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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ltage and current at mode1

(b) Voltage and current at mode2

그림 12 출력 압, 류 의 확  형

Fig. 12 Extended Waveform of Output Voltage and Current 

그림 13 SM 커패시터 압 리 과 확  형

Fig. 13 SM capacitor voltage ripple and extended waveform

그래 를 나타낸 것이다. 체 시뮬 이션 시간은 10개 모

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모드별 동작 상태분석은 확 형 

분석과 THD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MMC-B는 DC 

link 압을 20kV로 일정하게 제어하고 있으며, 유효 력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제어되는 과도상태에서도 일정값을 잘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각 MMC에 연계된 계통의 

무효 력은 무효 력제어 기 값을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11 25MVA 11-level MMC HVDC 시스템의 유/무효 

력 제어

Fig. 11 P & Q control of 25MVA 11-level MMC HVDC 

system

그림 12(a)는 그림 11의 모드 구간  유효 력이 정격에

서 동작하는 구간인 모드1 구간을 확 한 것으로 압, 류 

형을 찰하고 THD를 측정하여 MMC의 출력 압형성 

알고리즘인 EAM의 성능을 확인하 다. 그림 12(b)는 그림 

11의 모드 구간  유·무효 력이 모두 정격에서 동작하는 

구간인 모드2 구간을 확 한 것으로 압, 류 형을 찰

하 으며 THD를 측정하 다.

그림 13은 에서 설계한 SM 커패시터 용량을 시뮬 이

션에 용한 결과 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SM의 허용 

압리 을 10%로 설정하고 커패시터를 설계하 으며, 시뮬

이션 결과분석을 통해서 커패시터 설계수식의 타당성을 검

증하 다. SM 커패시터의 압리 은 부하가 가장 클 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순환 류 억제제어기(CCSC) 용 시뮬 이션

그림 14는 MMC의 성능개선을 한 순환 류 억제 제어

기(CCSC)를 시뮬 이션에 용하고 동작 ·후 형을 비

교함으로서 CCSC의 성능을 확인한 형이다. 에서부터 

첫 번째 형은 A상에 흐르는 순환 류 형을 나타낸 것

이며 순환 류는 계통 주 수의 2배 주 수인 120Hz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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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CSC을 용한 MMC의 실험 형

Fig. 14 Simulated waveform of MMC using CCSC

그림 15 비 모듈 동작

Fig. 15 Redundancy module operation

을 가지고 있다. CCSC의 동작 ·후 순환 류의 크기는 확

연한 차이가 난다. 두 번째 형은 A상 상단 암에 흐르는 

암 류를 나타낸 것이며 CCSC를 동작시키기 에는 고조

가 함유된 왜곡된 류 형을 나타내고 있지만 CCSC를 동

작시키고 난 후 정 로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

째 형은 A상 상단 암 SM들의 커패시터 압리 을 나타

낸 것이며 순환 류가 억제됨에 따라서 커패시터의 압리

이 약 40V정도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네 번째와 다

섯 번째 형은 MMC의 3상 출력선간 압과 출력 류를 나

타낸 것이며 CCSC의 동작 ·후 MMC의 유·무효 력제어

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4.4  Redundancy Module 동작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 구성한 11-level MMC는 비모듈을 2개 추

가하여 하나의 암이 12개의 SM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SM은 11-level 출력 압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구성이므

로 최  2개의 SM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정상동

작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15는 암의 SM이 순차 으로 2개

까지 고장이 발생하 을 때 MMC의 동작이 정상 으로 이

루어지는지 확인하기 하여 출력 압, 출력 류, SM 커패

시터 압 리 을 분석해 보았다. SM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

우 결과 형과 같이 SM 커패시터 리  압이 과도상태에

서 약간 상승하지만 출력 압, 출력 류 형은 SM에 고장

이 발생하기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를 

기반으로 한 HVDC의 동작특성을 스 칭- 벨에서 분석 가

능한 시뮬 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이용한 분석결

과에 해 기술하 다.

재 상용화 된 MMC-기반 HVDC에서는 각상 한 Pole

에 약 150개의 SM(sub-module)이 직렬로 결합되어 있어 

체를 그 로 스 칭- 벨로 분석하기 한 시뮬 이션 모

델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뮬 이션의 복잡성을 완화하고 컴퓨터의 run-time을 이기 

해 각상 한 Arm에 12개의 SM으로 구성된 MMC-기반 

HVDC를 상으로 시뮬 이션 모델을 개발하 다.

개발한 시뮬 이션 모델에서는 각 SM의 DC 압 평형과 

순환 류 억제를 한 알고리즘 그리고 교류 측 출력 압의 

고조 감을 한 알고리즘을 채택하 으며 한 각 폴의 

SM에서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이에 처하는 redundancy 

동작 알고리즘을 채택하 다.

개발한 시뮬 이션 모델은 MMC-기반 HVDC의 동작특성

을 스 칭- 벨에서 분석하는데 활용 가능하고 교류나 직류 

단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해 각 SM을 보호하기 한 회로

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활용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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