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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계단 제어 변조로 동작하는 모듈형 멀티 레벨 컨버터를 위한 

새로운 초기 충전 기법

New Pre-charging Method for Modular Multi-level Converter Operated 

in Nearest Level Control Modulation

김 교 민* ․ 김 재 혁* ․ 김 도 현* ․ 한 병 문

(Kyo-Min Kim ․ Jae-Hyuk Kim ․ Do-Hyun Kim ․ Byung-Moon Han)

Abstract - Recently the researches on Modular Multi-level Converter (MMC) are being highlighted because high quality and 

efficient power transmission are key issues in the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transmission system.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pre-charging method for the sub-module capacitors in MMC that operates in Nearest Level Control 

(NLC) modulation. The proposed method does not require additional circuits or Pulse Width Modulation (PWM) techniques. The 

feasibility of proposed method was verifi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for a scaled 3-phase 10kVA MMC with 12 sub- 

modules per each arm. Hardware experiments with a scaled prototype were performed in the lab to confirm the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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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HVDC 송전 시스템에서 MMC가 가장 경쟁력 있는 컨버

터로 부상되면서 HVDC 시스템에서 MMC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6] MMC는 모듈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소자의 정격이 낮으며 용량 변화가 쉽고, 예비모듈

을 이용해 고장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출력 전압 레벨의 확장

성이 우수하여 선간전압 및 선전류의 THD(Total Harmonic 

Distortion)가 낮으므로 고품질의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7,8] 이

러한 장점들 때문에 MMC는 많은 각광을 받아왔으며, MMC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모델링이나 변조 기법 및 순환 전류 저감, 

전압 밸런싱 기법, 서브모듈 고장 시 제어 기법 등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9-13].

암당 개의 서브모듈로 구성된 MMC에 의 직류전원을 인

가하면 각 서브모듈 캐패시터는 서브모듈 스위치에 포함된 다이

오드를 통해 에 해당하는 전압으로 충전된다. 그러나 

MMC가 정상동작을 위해서는 각 서브모듈 캐패시터의 전압이 

로 충전되어야 하는데 의 전압을 의 전압으

로 충전시키는 과정에서 큰 과도전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도전

류는 시스템 내부에 흘러 전력 스위칭 장치나 필터 등에 전류 

스트레스를 가해 고장을 유발하는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전류를 감소시키며 각 서브모듈 캐패시터

의 전압을 으로 상승시키는 과정을 MMC의 초기충전 기법

이라 한다[14].

MMC 초기 충전 기법은 초기에는 별도의 충전 회로를 이용하

여 서브모듈 캐패시터의 전압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15]는  의 전압원과 이에 직렬로 연결된 저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초기 충전 회로를 제안했다. 이 

회로는 각 서브모듈에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각 서브모듈 캐패시

터를 차례대로 충전한다. 하지만 초기 충전을 위한 부가적인 회

로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순차적인 충전 방식 때문에 충

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16]에서는 순차적인 충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브모듈마

다 4개의 Thyristor를 추가하여 모든 서브모듈 캐패시터를 동시

에 충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Thyristor들에 트리거 

신호를 동시에 인가하여 모든 서브모듈에 전압원을 동시에 연결

함으로써 캐패시터들을 충전시킨다. 하지만 서브모듈마다 4개의 

추가 Thyristor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회로 비용이 큰 단점이 

있다.

[17]에서는 충전 속도 향상과 추가 회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

해 저항과 스위치가 병렬로 구성된 회로를 암에 직렬로 삽입하여 

RLC 공진을 통해 전압을 충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충전과정

에서 각 암에 별도의 저항을 직렬로 삽입하여 서브모듈의 캐패시

터 및 암 인덕터와 함께 RLC 공진을 통해 초기 충전을 수행한

다. 충전이 완료되면 저항은 병렬로 연결된 스위치를 통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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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상 MMC의 단상 등가회로도

Fig. 1 Single Phase Equivalent Circuit for 3 phase M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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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하단 암 근사 계단 제어 변조 기법의 제어블록도

Fig. 2 Control diagram of the upper and lower arm NLC 

modulation

패스 후 정상 동작한다. 하지만 용량이 큰 스위치와 저항이 필요

하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18]에서는 충전을 위한 보조 회로없이 PWM을 이용한 제어 

기법으로 동작하는 초기 충전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반송

파(Carrier)와 일정한 기울기로 감소하는 지령값을 비교하여 

PWM 스위칭 신호를 생성한 후, PWM 모드로 동작하는 서브모

듈에 인가한다. 이 때, 시비율은 1에서 0까지 서서히 감소하여 

각 레그당 삽입되는 서브모듈의 수를 2N개에서 N개까지 2개씩 

바이패스하여 서브모듈 캐패시터들의 전압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압 밸런싱을 위한 전압 평형 알고리즘이 별도로 구현되

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삽입되는 서브모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

어가 복잡하다. 또한 PWM을 구현하기 위해 반송파를 구현해야 

한다. 이는 반송파를 사용하지 않는 근사 계단 제어 변조 방식에 

적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근사 계단 제어 변조로 동작하는 MMC에서 초

기 기동 시 서브모듈 캐패시터의 전압을 충전하는 방법을 제안했

다. 제안한 방법은 별도의 충전회로나 PWM을 사용하지 않고 캐

패시터 전압을 충전하며, 전압을 충전하기 위해 사용한 지령값은 

일정한 기울기의 일차 함수와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동작을 설명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SCAD/EMTD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0kVA용량의 3상 

MMC 하드웨어를 제작한 후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실험하였다.

2. 근사 계단 제어 변조로 동작하는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

2.1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의 모델링

그림 1은 상  의 레그에 대한 MMC 시스템의 단상 

등가회로도이다. 는 직류 전원의 전압을 의미하며, 는 전원

에서 출력되는 전류, 은 암 인덕터의 인덕턴스, 은 암 

인덕터의 기생 저항 성분이다. 는 출력 극전압이며, 와 

은 각각 상 상⋅하단 암의 서브모듈들에 의해 형성되는 출력 전

압이다. 와 은 각각 상⋅하단 암에 흐르는 전류이며, _는 

상 레그에 흐르는 순환전류, 는 상의 출력 선전류이다[9,11].

그림 1로부터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KVL)을 통해 전압방정

식 (1),(2)와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KCL)을 통해 전류방정식 

(3)을 유도할 수 있다.

  


  


(1)

  


  


(2)

    (3)

식 (1)과 (2), (3)을 연립하여 를 식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는 와 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 기전력으로 식 (5)와 같

으며, 의 위상은 과 동상이며, 와는 180°의 차이가 있다.

  

 
(5)

2.2. 근사 계단 제어 변조

그림 2는 일반적인 근사 계단 제어 변조 기법의 제어블록도이

다. 제어기는 상단 암과 하단 암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MMC

의 직류 전원 전압이 일 때, 출력전압 지령값 
 는 식 

(6), 전압변조지수(Modulation Index) 는 식 (7)과 같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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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사 계단 제어 변조의 동작 파형

Fig. 3 Operating waveforms in NLC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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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상상태에서 서브모듈 캐패시터의 전압 는 식 (8)과 같으

며, 은 암당 서브모듈의 개수이다.

 


(8)

상단암 전압 지령값 
 와 하단암 전압 지령값 

 는 삽

입 서브모듈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제어 지령값으로서 
 를 

스케일 조정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식 (9), (10)과 같다.

 
   

 



  (9)

 
   

 



  (10)

상단 암 삽입 서브모듈의 개수  와 하단 암 삽입 서브모

듈의 개수 는 각각 
 와 

 를 라운드 함수를 통해 계

산되며 식 (11), (12)와 같다. 라운드 함수는 입력 값을 반올림하

여 출력하는 함수로 예를 들어 의 출력은 3이다.  

와 는 각각 전압 평형 알고리즘을 통해 서브모듈들의 스위칭 

신호를 생성한 후, 상⋅하단 암의 서브모듈들을 동작시킨다.

   
  (11)

  
  (12)

그림 3은 이 12, 은 0.95, 가 1000[V], 가 60[Hz]일 

때, 근사 계단 제어 변조의 동작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식 (6)에 

와 및 를 대입하여 구한 
 는 cos이며, 이 

때 
 와 

 가 0에서 12사이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이를 

반올림하여 얻은 계단모양의  와 의 합은 항상 으로 

일정하다.  와  및 전압 평형 알고리즘에 따라 상⋅하단 

암의 삽입 서브모듈의 개수가 정해지며, 간격이 인 계단 모양

의 출력 전압  가 생성된다.

3. 제안하는 초기 충전 방법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초기 충전 기법의 제어블록도이

다. 
 는 초기 충전 지령값으로 에서부터 일정한 기울기 

로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일차 함수 
 와 주파수 로 진

동하는 크기가 인 코사인 함수 
  및 의 합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식 (13)과 같다. 삽입 서브모듈의 개수 는 
 

를 라운드 함수를 통해 생성하며, 식 (14)와 같다. 는 상단 

및 하단 암 스위칭 알고리즘의 동일한 입력으로 사용되며, 앞서 

말한 일반적인 근사 계단 제어 방식에서의  와 는 

와 동일하다.


   

 
 

    
(13)

  
  (14)

그림 4  제안하는 초기 충전 기법의 제어블록도

Fig. 4 Control diagram of proposed pre-charg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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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tage 1 Stage 2 Stage 3

그림 5  초기충전 레퍼런스와 삽입된 서브모듈의 개수

Fig. 5 Pre-charging reference and number of inserted 

sub-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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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작 영역에 따른 MMC 서브모듈의 동작 : (a) 초기 충

전 전, (b) 초기 충전 중, (c) 초기충전 후

Fig. 6 MMC sub-module operation according to operating 

region: (a) prior to pre-charging, (b) during pre- 

charging, (c) after pre-charging

그림 5는 시간에 따른 
 와 의 그래프와 그에 따른 

동작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초기 충전 전에 
 와 가 

으로 일정하며, 초기 충전 시 
 와 는 각각 식 (13), 

(14)와 같다. 
 는 에서부터 일정한 기울기 로 감소하면서 

코사인 함수에 의해 구간마다 한 개의 서브모듈이 On/Off를 반

복한다. 서브모듈이 ON/Off되는 스위칭 주파수는 
 의 주파

수와 동일하며, 가 클수록 충전속도가 빨라진다. 시간 경과에 

따라 는 1씩 감소하며, 이는 바이패스되는 서브모듈의 개

수가 1씩 증가함을 의미한다.

초기 충전 완료 후 
 는 를 출력한다. 

암당 개의 서브모듈로 구성된 MMC는 정상 동작 시 레그 당 

삽입되는 서브모듈의 수가 개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는 

에 따라 출력이 다르다. 이 홀수인 경우, 는 0.5의 시

비율로 과  사이에서 진동하여 평균적으로 레

그 당 삽입되는 서브모듈의 수를 으로 유지한다. 이 짝수인 

경우, 는 을 출력한다. 이 때, 가 로 출력되

기 위한 
 의 범위는 식 (15)와 같으며, 식 (15)를 만족하기 

위한 의 범위는 식 (16)과 같다.







  


(15)




(16)

그림 6은 암당 서브모듈의 개수가 일 때, 동작 영역에 따

른 단상 MMC의 서브모듈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직류 전원의 

전압은 이며, 와 은 각각 상단 암과 하단 암에 흐르는 

암 전류로서 모든 서브모듈과 전원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직류 전원으로부터 흐르는 전류와 동일하다. _와 _ (단, 

  ⋯ )는 상단 암과 하단 암의 번째 서브모듈 캐패시터

의 전압이다.

표    1 스위칭 상태와 서브모듈 전류에 따른 서브모듈 동작

Table 1 Sub-module Operation According to Switching 

Condition and Sub-module Current

   

Insert

mode

Bypass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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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상 10kVA MMC 파라미터

Table 3 3-phase 10kVA MMC parameters

Parameter Value

  [The number of Sub-modules per arm] 12

  [Rated Power] 10.0 kVA

 [DC Voltage] 1.0 kV

  [Sub-module Capacitor Capacitance] 3200.0 uF

  [Sub-module Capacitor ESR] 0.06 Ω

  [Arm Reactor Inductance] 10.0 mH

  [Arm Reactor Parasitic Resistance] 0.8 Ω

  [Filter Reactor Inductance] 6.0 mH

  [Filter Reactor Parasitic Resistance] 0.5 Ω

그림 7  PSCAD/EMTDC 시뮬레이션 회로구성도

Fig. 7 PSCAD/EMTDC Simulation Circuit Diagram

표 2 일차 함수 레퍼런스 범위에 따른 서브모듈 각 모드의 수

Table 2 Number of Sub-module for Operation Mode According

to a Range of First-order Function Reference

Bypass 
Mode

Insert 
Mode

Duty 
Mode


 ≤ 0  1


 ≤ 1  1

⋮ ⋮ ⋮ ⋮






 ≤


 


 


 1






 ≤


 


 


1

그림 6(a)는 초기 충전 전으로, MMC 서브모듈의 스위칭 동작

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 서브모듈 캐패시터 전압은 각각 

으로 동등하게 충전되어 있으며, 모든 서브모듈 캐패시터 

전압의 합이 와 같기 때문에 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림 6(b)는 초기 충전 상태로서, 지령값에 따라 선택적으로 

MMC의 서브모듈이 스위칭 동작을 한다. 이 때 서브모듈의 동작

상태는 삽입모드(IM), 바이패스모드(BM)와 시비율 모드(DM)로 분

류되며, 서브모듈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스위칭 상태에 따른 삽

입 모드와 바이패스 모드는 표 1과 같다. 서브모듈은 하프브릿지 

타입으로 두 개의 스위치와 서브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 서

브모듈 전류, 는 서브모듈 캐패시터 전압을 의미한다. 삽입 모드

는 과 가 각각 On, Off되어 있으며, 의 방향에 따라 서브

모듈 캐패시터의 충/방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반대로 바이패스 모

드는 과 가 각각 Off, On되어 있으며, 서브모듈 캐패시터를 

바이패스시켜 캐패시터를 통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이다. 

시비율 모드의 경우, 지령값에 따라 스위칭 한 주기 동안 

삽입 모드에서 바이패스 모드로 한번만 변화하며, 이를 계속 반

복한다. 시비율 모드의 서브모듈이 바이패스 될 때, 삽입 모드로 

동작하는 다른 서브모듈들의 캐패시터를 충전하기 위해 암 전류

가 증가한다. 반대로 시비율 모드의 서브모듈이 삽입될 때, 암 전

류는 감소한다. 각 암의 서브모듈 캐패시터 전압을 동일하게 하

기 위해서, 시비율 모드로 동작하는 서브모듈은 마다 전압 평

형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 
 가 1씩 감소할 때마다 바

이패스 모드의 서브모듈 수는 1씩 증가하며, 삽입 모드의 서브모

듈 수는 1씩 감소한다. 시비율 모드의 서브모듈 수는 항상 1이

며, 
 의 범위에 따른 각각의 모드 수는 표 2와 같다. 


 가 가 되면 초기 충전이 완료되며, 

 는 

로 유지된다.

그림 6(c)는 초기 충전 후로, 초기 충전이 완료된 후 MMC가 

별도의 동작을 할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이다. 이 때, 서브모듈 캐

패시터 전압은 각각 으로 동등하게 충전되어 있으며, 대기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충전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 짝수인 경우, 는 를 출력한다. 반

대로 이 홀수인 경우, 는 0.5의 시비율로 과 

 사이에서 진동한다. 이에 따라 초기 충전이 완료된 후

에도 암당 하나의 서브모듈이 시비율 0.5로 시비율 모드로 동작

하게 된다. 

3.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림 7은 PSCAD/EMTDC시뮬레이션에 사용한 13레벨 3상 

MMC의 회로 구성도이다. 암당 12개의 서브모듈로 구성된 3상 

MMC와 3상 L 필터, 직류 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브모듈은 

하프브릿지 형태로 2개의 IGBT스위치와 1개의 직류 캐패시터 및 

등가직렬저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3은 시뮬레이션 회로의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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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9  초기 충전 방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파형:

       (a) 기울기 함수만 적용, (b) 제안한 레퍼런스 함수

Fig. 9 Simulation results applying pre-charging method: 

(a) Only ramp reference function, (b) Proposed 

reference function

그림 8 초기 기동 시, 초기 충전 기법 적용하지 않은 시뮬레 

이션 결과 파형

Fig. 8 Simulation results during initial startup of MMC 

without pre-charging method

미터이다. 

그림 8은 기존의 MMC 초기 기동 시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이

며, 2초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위에서부터 상단 암 서브

모듈 캐패시터의 전압, 하단 암 서브모듈 전압, 지령값, MMC의 

직류 전원 전류이며, 1초에 MMC의 초기 기동을 시작한다. 초기 

기동 시 지령값이 12에서 6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동 전에 각 암

에 삽입되어 있던 12개의 서브모듈 중 6개가 바이패스 모드로 

동작하여 삽입 모드의 서브모듈이 6개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

라 각 전압들이 41.67[V]에서 83.33[V]으로 순간적으로 충전되

며, 충전되는 과정에서 과도전류는 115.6[A]까지 상승한다. 이 전

류가 MMC 시스템 내부에 흐를 경우 소자들에 무리한 전류 스트

레스를 가하게 되어 파손될 위험이 높다. 

그림 9는 초기 기동 시, 초기 충전 기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이다. 그림 8과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상단 암 서브모듈 

캐패시터의 전압, 하단 암 서브모듈 전압, 지령값, MMC의 직류 

전원 전류를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2초까지 진행하였으며, 

초기 충전은 0.5초에서 1.5초까지 1초 동안 진행된다.

그림 9(a)는 초기 충전 시 일차 함수 지령값 
 만을 적

용한 시뮬레이션 결과파형이다. 지령값은 초기 충전 전에는 12로 

유지되며 초기 충전 시 6의 기울기로 12에서 6까지 감소한다. 지

령값의 크기가 11.5부터 1씩 감소함에 따라 각 암당 삽입 모드의 

서브모듈 개수가 1개씩 감소하며, 바이패스 모드의 서브모듈 개

수는 1개씩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브모듈 캐패시터 전압은 

41.67[V]에서 83.33[V]까지 총 6단계를 거쳐 충전되며, 충전이 

완료되면 지령값은 6으로 유지된다. 전압이 충전되는 단계마다 

과도전류가 발생하여 총 6번의 과도전류가 발생하며, 최대 과도

전류는 29.7[A]이다. 이는 초기 충전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0.257배 작아졌으나 여전히 시스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크기이다.

그림 9(b)는 초기 충전 시 제안한 지령값을 적용한 시뮬레이

션 결과 파형이다. 지령값은 초기 충전 전에는 9(b)와 동일하게 

12로 유지되지만 초기 충전 시 코사인 함수와 일차 함수에 의해 

진동하면서 감소한다. 이 때, 는 6이며, 는 500[Hz], 는 

0.495이다. 이에 따라 서브모듈 캐패시터의 전압이 41.67[V]에서 

83.33[V]까지 서서히 충전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충전 전류는 

전압을 서서히 충전하기 위한 주기적인 스위칭 때문에 진동하게 

된다. 이 때, 평균 전류는 5[A]이며, 최대 과도전류는 9.86[A]이

다. 최대 과도전류는 초기 충전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0.087배, 
 만을 적용했을 때보다 0.337배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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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0kVA용량 13레벨 3상 MMC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Fig. 10 Hardware prototype for 13-level 3-phase MMC 

with 10 kVA rating

(a)

(b)

그림 11 초기 충전 방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 (a)기울기 함수만 

적용, (b) 제안한 레퍼런스 함수

Fig. 11 Experimental results applying pre-charging 

method: (a) Only ramp reference function, (b) 

Proposed reference function

4. 하드웨어 실험 결과

그림 10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제작한 10kVA용량의 13레

벨 3상 MMC 하드웨어이며, 회로의 파라미터는 표 3과 동일하

다. 한 상당 24개씩 총 72개의 서브모듈과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기는 상위 제어기인 1개의 마스터 제어기와 하위 제

어기인 6개의 암 제어기로 이루어져있다. 마스터 제어기는 전력 

제어와 전압 제어 등의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며, 암 제어기는 서

브모듈간의 전압 평형 제어와 스위칭 신호 생성 등 각 암을 제

어한다.

그림 11은 일차 함수의 지령값과 제안한 지령값을 적용한 초

기충전 실험파형이다. 청색과 녹색은 각각 A상의 상⋅하단 암 1개

의 서브모듈 전압이며, 적색은 암 전류, 황색은 지령값을 나타내

고 있다. 충전 시간은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1초이다.

그림 11(a)는 일차 함수의 지령값을 적용한 초기 충전 방식이

다. 지령값이 일정한 주기로 감소함에 따라 상⋅하단 암 서브모듈 

전압이 6 단계에 걸쳐 충전되며, 상⋅하단 암 서브모듈 전압이 상

승하는 순간마다 충전 과도 전류가 발생한다. 충전하고자 하는 

상⋅하단 암 서브모듈 전압이 커질수록 충전 과도 전류는 증가하

며, 최대 과도 전류는 약 32.30[A]이다.

그림 11(b)는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실험파형이다. 충전 전에 

지령값이 12로 유지되다가 충전 시 지령값이 코사인 함수에 의

해 진동하며 감소함에 따라 상⋅하단 암 서브모듈 전압이 서서히 

충전된다. 충전이 완료되면 지령값은 cos로 유지

된다. 주기적인 스위칭에 의해 충전 과도 전류는 진동하며, 상⋅하

단 암 서브모듈 전압이 커질수록 충전 과도 전류의 리플이 증가

한다. 이 때, 최대 과도 전류는 약 8.28[A]으로 일차 함수 지령

값을 적용했을 때보다 0.256배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근사 계단 제어 변조 방식의 MMC를 초기 충

전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초기 충전 기법은 근사 계

단 제어 변조 방식에서 반송파 없이 PWM의 효과를 얻기 위해 

코사인 함수와 일차 함수를 지령값으로 이용하였다. 지령값의 변

화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 암당 서브모듈의 개수가 인 MMC

의 동작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초기 충전 중인 구간에서 기울기 

함수의 범위에 따른 서브모듈의 동작 모드를 정확히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PSCAD/EMTDC 시

뮬레이션과 10kVA 용량의 13레벨 3상 MMC 하드웨어 실험을 

진행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MMC 초기 기동 시 발생하는 충

전 과도 전류를 약 8.28[A]까지 감소시키면서 서브모듈 캐패시터

의 전압을 41.67[V]에서 83.33[V]까지 서서히 충전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별도의 초기 충전회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작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

송파 없이도 PWM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어 알고리즘이 

단순하여 근사 계단 제어 변조 방식의 MMC에 간단하게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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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이다. 또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시스템을 구성하

는 스위치 및 저항, 캐패시터 등의 소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

문에 시스템의 안정도와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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