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용

Valve 시험회로의 설계를 위한 커패시터 값 선정에 대한 분석

을 하고자 한다. 기존의 HVDC MMC용 Valve 시험회로는 전

류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전압과

전류를 공급할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설계가 중요하다. Valve

시험회로의 동작을 분석하고, 최적의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선

정하여 각 서브모듈의 전압과 입력 전류의 오차를 낮추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최근 고전압 대용량 컨버터 구현을 위해 다수의 인버터를

조합, 연결한 MMC(Modular Multi level Converter)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MC를 HVDC에 적용할 경

우 하나의 Half Bridge 인버터를 기본단위로 SM(Sub Module)

이라 하며, 일정 수의 SM을 직렬 연결하여 valve를 구성한다.

IEC 62501(International standard for VSC valves for HVDC

power Tranmission electrical testing)에서는 이러한 valve

의 시험 기준을 제시하여 HVDC 시스템 전체의 신회도를 확보

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1. HVDC MMC용 Valve 시험회로

fig. 1. Valve test circuit for HVDC MMC

그림 1은 HVDC MMC용 valve 시험회로이다[1]. 회로 구성

에 있어 iI와 iR의 선형적인 전류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일정한

크리를 갖는 vC1, vC2, vC3가 필요하다. 하지만 vC3의 리플에 의

해 각 인덕터 LI와 LR에 흐르는 전류는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

형적으로 되어 이론값과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절한 C3의

선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시험회로의 동작을 분

석하고, C3에 따른 iL과 iR의 오차를 분석하여 최적의 C3를 선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계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HVDC MMC용 valve 시험회로의 전류 파형 분석

그림 1의 valve 시험회로는 정류부, 인버터부와 시험회로부

로 구분된다. 그림 1의 iR과 iI는 각각 정류용 SM의 입력전류,

인버터용 SM의 입력전류이고 vCI와 vCR은 각각 정류용 SM 커

패시터 전압과 인버터용 SM 커패시터 전압이다.

그림 1의 iC3는 KCL에 의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그림 2. Valve 시험회로의 이상적인 전류, 전압 파형

fig. 2. Ideal voltage & current waveforms of valve test circuit

모든 커패시터가 충분히 커서 이상적인 전압원으로 간주해

도 되는 경우, valve 시험회로의 iL, iR, iC3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iI와 iR을 만족시키기 위한 LI와 LR은 식 (3)를 통

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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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3는 t0 ∼ t4까지 4구간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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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0≤t<t1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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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1≤t<t2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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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2≤t<t3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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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3≤t<t4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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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iC3와 C3의 관계는 식 (9)와 같다. 식 (9)를 이용하여

일정한 vC3의 리플을 갖는 C3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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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3의 전압 리플은 iR과 iI의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림

3에 vC3의 리플과 SM 입력전류의 peak to peak 오차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그림 3. vC3 리플과 SM 입력전류 오차

fig. 3. SM input current deviation versus vC3 ripple voltage

시험회로 설계 시 그림 3에서 SM 입력전류의 peak to peak

오차가 일정 비율 이하인 C3를 선정한다.

3. 시뮬레이션

제안하는 설계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

이션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그림 4는 각 SM의 커패시터의 전압과 입력전류, vC3의 파형을

나타낸다.

VSM, VC1, VC2 2000 [V] LI, LR 4.17 [mH]

VC3 1500 [V] IDC 250 [A]

C3 21 [mF] ipk
+, ipk ±750 [A]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그림 4. ΔvC3=0.2×<vC3>인 경우 시험회로 결과 파형

fig. 3. Waveforms of test circuit in case of ΔvC3=0.2×<vC3>

시뮬레이션을 통해 vC3의 리플이 20%인 경우, SM 입력전류

의 peak to peak 오차가 5% 이내인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VDC MMC용 valve 시험회로의 C3 설계기

준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HVDC MMC용 valve 시험회로에서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 적절한 C3의 선정을 통해 SM 입력전

류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

였다.

제안하는 인덕터와 커패시터 선정기준은 HVDC MMC용

valve 시험회로의 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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