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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최근 대용량 전압형 컨버터 분야에서는 기존 전압형 컨버
터에 비해 용량 증대, 고조파 저감 등이 용이한 Modular Multi-level
Converter 토폴로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컨버터
토폴로지는 대용량 컨버터가 요구되는 HVDC 기술을 시작으로 여러 분
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전압형 컨버터를 사용하는 STATCOM에서도 이
토폴로지를 적용한 MMC STATCOM이 전력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MMC STATCOM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은 기존 MMC HVDC
와 유사하게 기능 및 제어 수준에 따라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이중
Phase 제어기는 실제 컨버터를 동작하기 위한 Valve Based Electronic
(VBE)로써 MMC를 구성하는 각 submodule들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령을 생성하는 제어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에서 개발하
고 있는 MMC STATCOM에 적용하기 위한 Phase 제어기를 소개하고
H/W 개발, F/W 개발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서    론

근래 전력전자 분야의 급격한 발전은 각종 전력 설비의 발전을 이끌
어오고 있다. 중대용량 전력전자 소자를 이용한 Power Conditioning
System(PCS)의 개발은 신재생 에너지의 대용량화 및 적용분야 확대 등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용량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의 개발, Modular Multi-level Convertor(MMC) Topology의
등장은 전압형 컨버터 분야에 각종 새로운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용량 전력 변환 분야에 있어서는 MMC 기술이 상용화 되면서 전압
형 HVDC 송전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단일 프로젝
트 용량이 1GW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숫자
는 전류형 HVDC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해상풍
력연계 시장지만 이미 1GW 이하의 중소용량 시장에서는 LCC HVDC
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HVDC와 유사하게 본 논문의 개발 대상인 순
동 무효전력 보상 설비인 STATCOM에서도 MMC 토폴로지를 적용한
MMC STATCOM이 개발되어 SIEMENS 등의 선진사는 이미 정식 라
인업을 구축한 상태이다.
MMC STATCOM과 기존 STATCOM 기술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
은 컨버터 회로 및 이 회로를 직접 제어하는 VBE(Valve Base
Electronics)로 Phase 제어기라고 부르는 제어기이다. STATCOM의 컨
버터에서 각 상을 제어하기 위한 VBE가 Phase 제어기이다. Phase 제어
기는 시스템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이 탑재되는 상위 레벨의 제어기와는
달리 상위 레벨 제어기의 제어 명령을 토대로 실제 컨버터 내지 전력전
자 소자가 동작하기 위한 ON/OFF 지령을 생성, 전송해야 하는 제어기
이기 때문에 컨버터의 구조,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2/3-level 기반
의 STATCOM에서의 VBE는 용량에 따라 하나의 소자처럼 동작하는
다수 개의 직렬 연결된 전력전자 소자 그룹으로 컨버터가 구성되기 때
문에 VBE는 수 개의 전력전자 소자 그룹이 동작하기 위한 연산만 수행
하면 되며, 전력전자 소자 그룹이 동작해야 하는 상태가 결정되면 각 전
력전자 소자에 동시에 trigger 신호를 공급하면 된다. 반면 MMC
STATCOM은 Full-bridge 컨버터의 형태로 구성된 단위 컨버터인
Submodule들의 직렬 연결로 구성되며 용량 대비 수십 내지 수백 개의
Submodule들이 전체 컨버터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각 Submodule은 전
체 컨버터 제어 알고리즘 하에서 독립적으로 동작, 제어되기 때문에
VBE인 Phase 제어기는 담당하는 컨버터 각 상에 대한 제어 연산을 수
행하고 컨버터 각 상이 동작하기 위해 Submodule들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는 제어 주기 내에 모든 연산이 처리되어
Submodule에 해당 지령이 전달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 지령이 동시에
Submodule에 전달되어 같은 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확한 고속의 연산 처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당사에서 연구, 개발 중인 MMC STATCOM에 적용하기
위한 Phase 제어기를 다루었으며, 초기 기능 시험을 위해 제작된 단상

컨버터 시험용 Phase 제어기에 대해 기술한다[1-2].

2. 본    론

  2.1 MMC STATCOM 제어 시스템
다음 그림 1은 MMC STATCOM의 개략적인 구성과 submodule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MMC STATCOM의 기본 구성
및 Full-bridge Submodule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MMC STATCOM을 제어하기 위한 MMC
STATCOM 제어기는 계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상위 레벨 제어기
- 운전과 관련된 시스템 제어 수행 : Q, Vac 제어 등
- Phase 제어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Vref 등의 제어 지령 생성

2) Phase 제어기
- 컨버터 Phase 동작과 관련된 제어 수행
- 상위 레벨 제어기의 지령에 따라 Modulation 연산
: NLC(Nearest Level Control) 또는 PWM
- Submodule 전압 제어 알고리즘
- Submodule 제어기에 동작 지령 전달
- Submodule 정보들을 상위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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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제어기 중 Phase 제어기를 다루고 있으며,
Phase 제어기의 H/W는 MMC STATCOM 컨버터의 단상 컨버터 시험
을 위해 제작된 Phase 제어기로 구성하였다.

  2.2 단상 컨버터 시험용 Phase 제어기
  2.2.1 단상 컨버터 시험 구성
당사에서는 기존 STATCOM의 인버터 정격 운전 시험을 위하여
H-bridge 시험 설비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3]. 이번 MMC
STATCOM의 각 submodule 및 각 Phase에 대한 Inverter valve의 정
격 시험을 위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은 기존 H-bridge 시험과 유사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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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시험 설비를 구축하였다. 또한 각종 제어 시스템의 연산 결과 및
시험 시스템의 각종 계측 데이터 등을 종합 확인, 검토하기 위하여 고성
능 Data Recorder를 설치하였다.

<그림 2> MMC STATCOM용 인버터 밸브 시험 설비의 구성

  2.2.2 Phase 제어기 H/W
다음 그림 3은 당사에서 개발, 시험 중인 Phase 제어기의 사진이다.
각종 연산 처리를 위한 FPGA를 내장한 보드와 함께 submodule들과의
통신을 위한 Interface 보드로 구성된다. MMC 토폴로지의 경우 용량
등에 따라 submodule의 개수가 가변되기 때문에 제어기의 flexibility 확
보를 위하여 interface 보드의 slot 장착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필요한 수
의 interface 보드를 장착하여 요구되는 submodule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림 3> MMC STATCOM용 Phase 제어기

  2.2.3 Phase 제어기 F/W
Phase 제어기용 각종 기능 및 알고리즘은 모두 FPGA의 firmware로
구현하였다. firmware는 다음의 기능 블록들로 구성된다.

1) 고속 Serial 통신 : 상위 레벨 제어기와의 통신 수행 및 FPGA
보드와 interface 보드 사이의 통신 수행

2) SM_COMM : submodule 제어기와의 통신 수행
3) SEQ : phase 제어기의 전체 동작 sequence를 제어.
4) watchdog : phase 제어기의 자체 점검 기능을 수행
5) Algorithm : phase 제어기에서 수행할 NLC 또는 PWM 등의

modulation과 관련된 연산 및 submodule 전압 제어
알고리즘, 초기 충전 알고리즘 등의 각종 연산을 수행

6) Protection : 컨버터 phase 보호를 위한 연산을 수행

  2.2.4 단상 컨버터 시험용 HMI
다음 그림 4는 단상 컨버터 시험용 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 지령을 입력하기 위한 HMI 화면이다.

<그림 4> HMI 화면

  2.3 단상 컨버터 시험
  2.3.1 RTDS를 이용한 HILS
본 논문에서 개발한 단상 컨버터 시험용 Phase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
하기 위하여 RTDS를 이용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Phase 제어기와
RTDS에서 구현될 submodule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실제 submodule 제
어기와의 인터페이스와 동일하게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submodule 제어기의 기능을 모의할 RTDS 간 연계 보드를 추가로 개발
하였다. 즉 Phase 제어기는 연계 보드와의 통신을 통해 RTDS 내의
submodule에 동작 지령을 전달하고 submodule로부터 전압 등의 정보를
수신한다. 연계 보드는 Phase 제어기로부터 통신으로 수신한 동작 지령
을 GTDI를 통해 RTDS에 전달한다. 다음 그림 5는 Phase 제어기의 그
림 2의 시험 설비를 RTDS에서 모델링 한 후, 정격 운전을 수행하고 있
을 때 Data Recorder에서 취득된 각 지점의 전압, 전류 및 제어 시스템
연산 결과 파형이다.

<그림 5> HILS 결과(정격 운전)

  2.3.2 실제 컨버터를 이용한 단상 컨버터 시험 결과
다음 그림 6은 실제 컨버터 설비에 연계하여 시험하고 컨버터 회로에
서의 각 부 전압과 전류를 CT, PT를 통해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파형
이다.

<그림 6> 단상 컨버터 시험 결과(정격 운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MC STATCOM의 주요 제어기인 Phase 제어기의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성능 검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RTDS를 이용한
HILS를 통해 개발된 Phase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였고, 실제 컨버터
에 연결하여 컨버터 성능 시험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사는 이번에
개발된 phase 제어기를 토대로 향후 전체 3상 시스템에서 사용할 phase
제어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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