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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 기반 특고압 직류 배전망

의 수전 계통 사고 대응 기법을 제안한다. 수전 계통의 순간적

인 저전압 및 단락 사고 발생 시 전력변환장치는 계통 전압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계를 유지해야 하며 계통 측의 요구

에 따라 전압 변동률에 따른 무효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제안

하는 기법은 계통 사고 발생 시 계통 코드에 따라 무효 전류를

공급하여 수전 계통의 전압 레벨 복구를 지원한다. 시뮬레이션

을 통해 제안하는 계통 사고 대응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1. 서 론

특고압 직류 배전망의 수전 계통에 순간 저압과 같은 사고

가 발생했을 때, 계통과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에너지

저장 장치, 분산전원 등은 계통이 안전하게 복구되도록 기여해

야 한다. 따라서 계통 사고 직후에도 수전 계통과 연계 운전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저전압 장애 보상 기능(Low voltage ride

through, LVRT)이라고 한다. 제어를 통해 수전 계통의 안정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특고압 직류 배전망 시스템은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을 독립

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압형 인버터를 사용하며, 그 중에서

도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modular multilevel converter,

MMC)는 고전압 전력변환 시스템에 적합한 토폴로지로 증명되

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고압 직류 배전망의 수전 계통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의 LVRT 운전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 토폴로지

2.1 하프-브릿지 기반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는 서브모듈 n개가 직렬 연결되어

하나의 암(arm)을 구성하고 2개의 암(상단, 하단)과 각 암 당

존재하는 암 인덕터(arm inductor)가 하나의 상(leg)을 구성한

다
[2]
. 기본 단위 구조인 서브모듈은 풀-브릿지(full-bridge) 또는

하프-브릿지(half-bridge)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하프-브릿지는

손실 및 비용측면에서, 풀-브릿지는 고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MMC는 2-레벨 또는 3-레벨 컨버터와 비교했을 때 EMI 노

이즈가 적고, 스위칭 소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적으며, 사인파에

가까운 출력 파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송전이 이루어

지는 약한 계통의 송전선로에 무효전력을 보상하며 연계된 신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급변하더라도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

지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 STATCOM)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하프-브릿지 서브모

듈을 기반의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 토폴로지를 사용한다.

그림 1 하프-브릿지 서브모듈 기반 MMC 구조

Fig. 1 Construction of half-bridge submodule based on MMC

3. LVRT 제어

LVRT 규정은 풍력 발전 분야에서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현

재는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응용분야도 유사한 성능

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멘스(SIEMENS)의

HVDC, MVDC 솔루션도 네트워크의 완전한 정전 즉, 블랙아

웃(blackout)을 방지하기 위해 LVRT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 발전 기반으로 수립된 독일의 계통 규

정을 토대로 MVDC 배전용 MMC의 계통 사고 시 대응을 위

한 ride-through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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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전 계통의 전압 크기 검출

계통 사고 상황에서 즉각적인 LVRT 제어를 위해 정확한

계통 전압의 크기를 최소한의 시간 내에 검출해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상전압 크기를 이용해 계통 전압 크기

를 검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각 상의 전압을 d축 값으로,

90° 지연된 신호를 가상의 q축 값으로 두어 상전압의 최댓값을

구하고, 각 상전압 최댓값의 평균값을 관측하여 순간 저압 사

고를 판별한다. 개별적인 상전압의 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

통에 불평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교적 정확한 판별을 할

수 있으며 계통 주파수의 1/4 정도의 지연만을 갖는다
[3]
.

그림 2 상전압 크기를 이용한 계통 전압 크기 검출

Fig. 2 Grid voltage detection using phase peak voltage 

3.3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의 LVRT 제어

그림 3은 독일의 계통 코드에서 지정한 계통 전압 크기의

감소율 대비 무효 전류 주입 비율을 나타낸다. 계통 정격 전압

의 크기에 대비하여 10 %까지 전압 감소에 대해서는 정상운전

영역으로 규정하여 무효 전류의 주입을 요구하지 않으며, 50%

이상 계통 전압이 감소하면 정격 전류의 100 %를 무효 전류로

공급해야 할 것을 규정한다. 10~50 %의 전압 강하의 비율에

대해서는 전압 강하 비율 1%당 정격 전류 대비 2%의 무효 전

류를 계통에 주입해야 한다.

그림 3 전압 변동률에 따른 무효 전류 투입 규정

Fig. 3 Reactive current injection requirement

       according to grid voltage reduction 

전압 변동률에 따른 무효 전류 제어 블록도는 그림 4와 같

다. 그림 2의 계통 전압 크기 검출 방법을 통해 관측된 3상 계

통 전압으로부터 정격 전압 대비 전압 강하의 비율을 계산한

다. 계산된 전압 강하의 비율에 따라 주입해야 할 무효 전류의

크기(I*de)를 계산한다. 계통의 사고 상황에서도 계통에는 정격

전류가 흐르므로, 유효 전류의 크기(I*qe)는 계산된 무효 전류의

크기와 정격 전류 값(Imag.rate)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림 4 전압 변동률에 따른 무효 전류 제어 블록도

Fig. 4 Active current control block diagram according to 

       grid voltage reduction

3.2 PLL 시스템 제어

그림 5는 계통 전압의 주파수와 위상을 검출하기 위한 3상

phase-locked loop (PLL) 시스템의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PLL 시스템에 적용된 저역통과필터(low-pass filter, LPF)의

대역폭과 PI 제어기 이득은 식 (1), (2)와 같다. LPF의 대역폭

은 PI 제어기의 대역폭과 비례하기 때문에 왜란과 노이즈를 저

감하면서도 PI 제어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PLL의 PI 이

득은 전압의 크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서도 속응

성이 보장된다.

  (1)

 


  




(2)

그림 5 PLL 시스템 블록도

Fig. 5 PLL system block diagram

표 1은 계통 전압 크기에 따른 계통 위상각 검출 기법을 나

타낸다. 정격 전압영역과 회복영역은 그림 5의 PLL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압의 크기가 0에 근접할 경우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설정된 크기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PLL 시스템의 출력을 0으로 강제하며 계통주파수를 통

한 전향보상 성분(ωe.rate)만을 적분하여 위상각을 출력한다.

구분 계통 전압 크기 위상각 추정 방법

정격 전압 영역 90~100%
PLL 시스템

회복 영역 0.1~90%

영전압 영역 0 전향보상성분

표    1  계통 전압 크기에 따른 PLL 시스템의 제어

Table 1  Control of PLL system according to grid voltag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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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의 계통 사고 ride through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PS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표 2와 같다.

직류단 전압 600 V

암 당 서브모듈 개수 4 ea

3상 계통 전압 380 Vrms/60 Hz

정격 전력 10 kW

정격 전류 21.5 Apeak

스위칭 주파수 2 kHz

필터 인덕턴스 3 mH

표    2  시뮬레이션 환경 변수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그림 6은 계통 전압 크기 검출 및 계통 위상각 추정을 수행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6(a)와 같이 계통 전압의 크기

(Vmag.avg)는 계통 주파수의 1/4 주기 이내에 변동된 값에 따라

정확히 관측된다. 계통 위상각 또한 그림 6(b)와 같이 전압의

변동에도 PLL 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추정된다. 계통 전압이

0V에 근접하여도 그림 7과 같이 전향보상 성분만을 이용하여

위상각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림 6 계통 전압 크기 검출 및 계통 위상각 추정 

Fig. 6 Grid voltage detection and grid phase angle

       estimation

그림 7 영전압 영역에서 위상각 추정

Fig. 7 Phase angle estimation in zero voltage duration 

그림 8은 MMC의 LVRT 제어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8(a)와

같이 계통 전압의 크기가 0.25s부터 정격 전압의 80%, 0.3s부터

40%로 감소함에 따라 그림 8(c), (d)와 같이 유효 전류와 무효

전류가 분배되어 주입된다. 주입되는 유효 전류와 무효 전류는

정격 전류의 크기를 고려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그림 8(b)와 같

이 3상 전류의 크기는 항상 21.5 Apeak의 정격의 값으로 흐른다.

0.25s부터 0.3s까지 계통 전압 크기가 80%로 감소함에 따라 전

압 강하율 2% 대비 무효 전류 1%를 계통에 주입시켜야 하므로

정격전류 21.5Apeak의 40%인 8.6Apeak의 무효전류를 계통에 주입

시키고, 유효 전류는 19.7Apeak를 주입 시킨다. 0.3s부터 0.35s까

지 계통 전압 크기가 40%로 감소하므로 무효 전류를 정격 전

류만큼 주입시키고, 유효 전류는 주입시키지 않는다.

그림 8 계통 전압 크기에 따른 MMC의 LVRT 제어

Fig. 8 LVRT control for MMC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grid voltag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전 계통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듈형 멀티

레벨 컨버터의 ride through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계통 전압의 순간 감소 비율에 따라 유·무효 전류의 독립

적인 제어가 가능하며 계통 코드에 명시된 LVRT 규정을 만족한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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