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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 해상 풍력발전은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이 용이하고, 바람의 질이 우수하여 높은 품

질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획·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계통으로 안정

적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이 이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하

이브리드 MTDC(Multi-Terminal HVDC)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

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MTDC는 단순히 전력을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계된 계통의 주파수를 제어하거나 고장 복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원활한 그리드 서비

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제원들이 원하는 값에 빠르고 안정

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을 모의 구성하고, MTDC 시스템의 제어 전략과 시스템 각

구성요소들의 제어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의 반응속도를 향상을 위해 Feed-Forward 기법을 활용한

제어기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모의 구성한 시스템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어 : Hybrid MTDC, Feed-Forward Controller, Offshore

Windfarm, multi-terminal HVDC

학 번 : 2018-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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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의 증가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기존

에 사용하던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단일 설비의 출력

이 높고, 대규모 확장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1]. 미국,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2030

년까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포함하여 17.7GW의 풍력발전량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

대부분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는 지리·사회·환경적 요인과 확장성 측

면에서 주로 원양 또는 사막과 같이 전력 수요가 밀집된 도심지와 상당

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데,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거리 전

력 전송과 계통연계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1], [3].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이 활용되어 왔다. 이 기술은 기존의 AC송

전과 비교하여 대용량 장거리 송전에 강점이 있고, 비동기 연계, 해저 케

이블 송전이 가능하여 해상 풍력발전단지로부터 육지까지 전력을 전송하

는 데 적합한 기술이다. HVDC 기술은 크게 LCC(Line Commu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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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er, 전류형)-HVDC와 VSC(Voltage Source Converter, 전압

형)-HVDC로 구분되는데, 각각 표1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 LCC-HVDC와 VSC-HVDC 비교[4]

구 분 LCC-HVDC VSC-HVDC

컨버터 소자 싸이리스터(Thyristor) IGBT

과부하 특성 우수 약함

Black-Start 불가능 가능

고조파 필터 필요 불필요

무효전력 보상 필요 불필요

다모선 구성 어려움 적합

Station 손실 작음 큼

고장대처 용이 복잡

주요 적용 장거리 대용량 전송 원거리 신재생에너지 전송

이러한 LCC-HVDC와 VSC-HVDC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HVDC는 [5]에서 처음 제안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이브리드

HVDC는 전력흐름을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할 경우 전력흐름이 항상 일

정하기 때문에 그 단점이 드러나지 않으며[6], 거리 전송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전송손실이 낮아지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 풍력발전단지

와 육지의 계통연계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7].

해상 풍력발전단지에 하이브리드 HVDC를 적용할 경우에는 [8], [9]와

같이 송신단이 VSC로 구성되고, 수신단이 LCC으로 구성되는 그림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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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토폴로지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AC계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계통이며, VSC가 LCC에 비해 해상설

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10].

그림 1. 하이브리드 HVDC 토폴로지

이러한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하여 다수의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육지

간의 연계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HVDC를 다모선으로 구성한 하이브리드

MTDC(Multi-terminal HVDC)가 최근 몇 년간 주목받아 왔다[11]. 특히

중국에서는 이미 2개의 하이브리드 MTDC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관

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12], [13].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MTDC는 토폴로지의 복잡성과 각 터미널에서

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HVDC에 비해 제어

전략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11]. 또한 하이브리드 MTDC를 포함한

HVDC는 단순한 정전력 전송이 아닌 그리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따라서 계통의 주파수 제어를 위해 출력을 변동하는 등 유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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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상태 변동에

대해 빠른 유효전력 반응속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14],

[15].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연계된 하이브리드 MTDC

의 시스템 구성요소의 제어 원리와 시스템 제어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시스템 반응속도 향상을 위해 Feed-Forward 기법을 적용한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PSCAD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주요 제어 전략들을 구현하였으며, 제안한 제어기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1.2 논문의 구성 및 개요

본 논문은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그 제어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시스템의 반응속

도 향상을 위해 Feed-Forward 기법을 적용한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제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배경 및 연구 내용, 그리고 논문의 구성

과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PSCAD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을 모델

링하였다.

제 3장에서는 하이브리드 MTDC의 제어 전략과 각 시스템 구성요소

별 제어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스템의 반응속도 향상을 위한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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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제 4장에서는 구성한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에 주요 제어 전략들

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제안한 제어기의 효과를 검증하

였다. 또한 제안한 제어기의 이득의 변화에 대한 시스템 반응속도 및 안

정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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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 모델링

2.1 개요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구성한 모의 계통의 연계도로, 3개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2개의 AC계통과 이들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은 다시 3개의 VSC와 2개의

LCC, DC선로 등으로 구성되며, 시스템 모델링에는 PS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림 2. 하이브리드 MTDC 모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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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풍력발전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풍력터빈이 생성한 전력은

하나의 DC계통으로 통합하여 출력되며, VSC를 통해 AC로 변환 후 승

압된다. 승압된 전력은 다시 VSC를 통해 DC로 변환되어 DC선로를 통

해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LCC를 통해 AC로 변환되어 AC계통에 공급된

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강건한 AC계통인 육지의 주 계

통에 연계되는 것을 가정하여 AC계통 앞 필터는 생략하였으며,

LCC-HVDC의 스무딩 리액터는 인덕턴스로 등가하여 저항과 인덕턴스

로 등가한 DC 선로에 직렬로 연결하였다.

2.2 시스템 구성요소 모델링

2.2.1 풍력발전단지

일반적으로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계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

자원의 간헐적인 특성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간 다양한 풍력 터빈 유형

이 제안되었으며, 최근 해상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성 및 효율성과 같은 요소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전력전자

소자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풍력발전 시스템이 개발되었다[16].

특히, 그림 3과 같이 영구자석 동기발전기(PMSG,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를 적용한 ‘풀 스케일 컨버터 가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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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시스템’은 back-to-back 구조를 갖는 전력변환 회로를 통해 계

통과 연계되어 전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풍력발전기에 주로

활용되며,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의 풍력발전단지의 시스템을 가

정하였다[1], [17].

그림 3. 풀 스케일 컨버터 가변속도 풍력발전 시스템

풍력발전단지의 출력은 풍속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풍속의 변화를 극복하고 최대 전력을 출력하기 위해 최대 전력점

추적(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제어가 활용된다. 최대

전력점 추적 제어는 TSR(Turbine’s tip Speed Ratio) 제어, PSF(Power

Signal Feedback) 제어, HCS(Hill-Climb Searching) 제어 등의 기법이

있으며[18], 풍속의 변화에 따라 각속도를 변화시켜 주속비를 최적으로

유지하여 최대 전력을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이 해상 풍력발전단지로부

터 전송된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과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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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컨버터 가변속도 풍력발전 시스템과 최대전력점 추적 제어를 채

택한 것을 가정하여, 풍력발전단지가 일정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단순

화하여 모델링하였다. 따라서 2.1절에서 제시한 계통 구조를 고려하여 그

림 4와 같이 일정한 전압을 내는 전압원과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을 제어

할 수 있는 2-레벨 컨버터로 풍력발전단지를 구성하였다.

그림 4. 풍력발전단지 모델

2.2.2 VSC-HVDC

VSC-HVDC 모델링에는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토폴로지

인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er)-HVDC를 적용하였으며, 평균

값 모델(AVMs, Average Models)을 활용하였다. 평균값 모델은 서브모

듈의 동작특성과 스위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적

은 계산자원이 요구되어 빠른 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특히 본 논문

의 고려대상이 아닌 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디테일 모델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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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20].

평균값 모델은 MCC-HVDC의 기본적인 토폴로지인 그림 5에서 컨버

터의 내부 변수가 완벽하게 제어되고, 모든 서브모듈 커패시터 전압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각 위상의 2차 고조파 순환 전류가 억제된다는

가정 하에 개발된 모델이다[19], [21].

그림 5. MMC-HVDC 토폴로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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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MMC-HVDC의 모델링은 AC측과

DC측으로 분리(Decoupling)하여 진행되며, 본 논문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먼저 AC측 모델링을 하기 위해, 그림 5에 평균값 모델의 가정을 적

용하면 upper arm과 lower arm의 전압을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1)

  


 


 

(2)

또한, 내부 순환전류가 0이므로, upper arm과 lower arm의 전류 또한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3)

 




 (4)

입력전압을 식(5) 같이 정의하고, 식(1) ∼ (4)를 대입하면 식(6)과 같

이 입력전압에 대한 각 arm의 전압 수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낸 MMC-HVDC의 AC측 모델링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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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가회로[19]

(b) PSCAD 모델

그림 6. 평균값 모델을 활용한 MMC-HVDC(AC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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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측 모델의 경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AC측 전력과, DC측 전

력에 컨버터의 손실을 더한 값이 같아야 하므로   를 만족

하여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컨버터의 손실을 무시하는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식(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식(7)에 모듈레이션 지표()

의 정의를 대입하면 DC측 전류를 식(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 


) (8)

그리고 모든 서브모듈이 의 전압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MMC의 에

너지는 식(9)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식(8)과 식(10)을 이용하여 나타

낸 MMC-HVDC의 DC측 등가회로는 그림 7과 같다.

  




 





  




 (9)

 


(10)

(a) 등가회로 (b) PSCAD 모델

그림 7. 평균값 모델을 활용한 MMC-HVDC(DC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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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LCC-HVDC

AC계통과 연결된 LCC-HVDC의 모델링은 전력을 보내는 부분인 정

류기(Rectifier) 측이 VSC-HVD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LCC-HVDC의 인버터 측만 구성하였다. 이 때, 활용한 인버터의 등가회

로 및 전압파형은 그림 8과 같다.

(a) 인버터 등가회로

(b) 전압파형

그림 8. LCC-HVDC의 인버터 등가회로 및 전압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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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의 전압 는 그림 8의 (b)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가

만들어 내는 전압 차의 평균으로 나타난다. 빨간색 부분은 전류 중첩으

로 인한 전압 감소를 나타내고, 파란색 부분은 점호지연으로 인한 전압

감소를 나타낸다. 위 두 사항을 고려한 인버터 전압 는 식(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os   (11)

( 


    


 )

본 논문의 LCC-HVDC는 위와 같은 인버터 2개를 연결하여 그림 9

와 같이 12-pulse 인버터로 구성하였으며, 파라미터와 구성요소들은

CIGRE BENCHMARK 모델[24]을 활용하였다.

그림 9. LCC-HVDC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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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반응속도 개선을 위한 Feed-Forward

제어 방안

3.1 하이브리드 MTDC 제어

3.1.1 하이브리드 MTDC 제어 전략

일반적으로 DC전압의 안정성은 유효전력의 균형을 반영하기 때문에

MTDC 시스템의 동작에 있어 DC전압 제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러한 DC전압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방법은 마스터-슬레이브

제어와 전압 드룹 제어로 각각의 전압과 전류에 대한 특성은 그림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5]-[27].

(a) 마스터-슬레이브 제어 (b) 전압 드룹 제어

그림 10. 하이브리드 MTDC 제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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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슬레이브 제어에서는 하나의 컨버터가 마스터 컨버터가 되어

DC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동작하며 모든 전력 변동을 부담하고,

나머지 컨버터들은 슬레이브 컨버터가 되어 DC전류를 제어하도록 동작

한다. 마스터-슬레이브 제어는 DC계통의 추가가 다른 제어 전략에 비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으나[28], 마스터 컨버터가 터미널에서 분리되면

DC계통 전체가 중단되는 단점이 있다.

전압 드룹 제어에서는 각 컨버터들이 일정한 비율로 출력 변동을 분

담하도록 제어되며, DC전류를 조정함으로써 시스템 내의 전력 균형을

보장한다[27]. 따라서, 출력 변동 시 모든 컨버터의 전압 및 전류가 변동

하며 드룹 계수 에 대하여 의 비율로 출력 변동을 분담하게 된다.

이러한 전압 드룹 제어는 하나의 컨버터가 터미널에서 분리되어도 나머

지 DC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마스터-슬레이브 제어에 비해 신뢰

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28].

3.1.2 시스템 구성요소별 제어 방안

풍력발전단지 및 2-레벨 컨버터(VSC)

풍력발전단지의 2-레벨 컨버터의 제어 목표는 2장에서 가정한 사항들

을 고려하여 풍력터빈을 대신한 전압원이 생성하는 전력을 손실 없이

AC계통에 전달하고, 무효전력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전류 제어기를 활용하여 모듈레이팅 신호(  )를 생

성하여 2-레벨 컨버터를 제어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모듈레이팅 신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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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2-레벨 컨버터의 모듈레이팅 신호 생성 과정

그림 11에서  를 1(pu)로,  를 0(pu)으로 설정하면 일정한 전류

를 유지하며, 무효전력을 생성하지 않도록 2-레벨 컨버터를 제어하는 모

듈레이팅 신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모듈레이팅 신호는 식(12)와 식(13)

을 통해 2-레벨 컨터버의 입력 전압과 전류로 변환된다.


  



   , 

  



   (12)




    (13)

MMC-HVDC

일반적으로 계통에 연계된 MMC는 정류기로 동작할 경우 유효전력

과 무효전력을 제어하며, 인버터로 동작할 경우 DC전압과 무효전력을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버터 측을 LCC-HVDC로 구성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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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류기로 동작하는 경우만 고려하였으며, 그림 12는 정류기로 동작하

는 MMC의 제어 순서도이다.

그림 12. MMC 제어 순서도

그림 12에서와 같이 MMC의 제어는 입력 측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측정하여 PLL(Phase Lock Loop) 회로를 통해 dq축 전류 레퍼런스를 생

성하고, 이를 통해 전류를 제어하는 단계부터 전압 레퍼런스 생성, 순환

전류 제어, 게이팅 신호 생성 등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평균값 모델을 사용하였으므로 순환전류기(CSCC, Circulating Current

Suppressing Controller)를 통해 내부 순환전류를 제어하는 과정과 서브

모듈에 인가되는 게이팅 신호를 생성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2-레벨 컨버터에서와 같이 AC로 전달되는 전력을 손실 없이 DC로

전환하여 DC계통으로 전달하는 것을 제어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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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MC-HVDC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림 13과 같이 모

듈레이팅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3. MMC의 모듈레이팅 신호 생성 과정

그림 13에서  를 1(pu)로,  를 0(pu)으로 설정하면 이상전원

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레이팅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모

듈레이팅 신호는 식(14) ∼ (16)을 통해 MMC의 입력 전압과 전류로 변

환된다.

      (14)




  , 


      (15)




  (16)

LCC-HVDC

LCC는 하이브리드 MTDC에서 인버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DC계통의

DC전압 또는 DC전류를 제어하며, DC계통에서 전달되는 전력을 AC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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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전달한다. 이 때, DC전류 및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에 따라 하이

브리드 MTDC의 제어 전략이 달라지게 된다.

인버터의 전압제어는 물리적으로는 밸브 제어를 통해 점호지연각()

을 변동시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밸브 제어에 사용되는 각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2. 컨버터의 밸브 제어에 필요한 각도의 정의 [29]

각도 명 칭 의 미

α 점호 지연각
(ignition delay angle)

정류(Commutation) 시작을
지연시키는 시간

β
(π-α)

점호 전진각
(ignition advance angle)

인버터 측에서 바라본
점호 지연각

δ
(α+μ)

소호각
(extinction angle)

정류의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γ
(π-δ)

소호 지연각
(extinction delay angle)

인버터 측에서 바라본
소호각

μ
(δ-α)
(β-γ)

중첩각
(overlap angle)

AC source의 인덕턴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류에 필요한 시간

그림 14. 밸브 제어에 필요한 각도의 상호 관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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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에서의 밸브 제어가 통전 중이던 밸브들을 보다 더 높게 전압

차가 형성된 밸브들로의 전류가 일어나도록 동작하는 데 반해, 인버터에

서의 밸브 제어는 기존에 통전 중이던 밸브를 소호키기기 위해 동작하는

방식이다.



그림 15. 인버터의 전압 파형 [29]

그림 15로부터 녹색 구간의 시작점인    에서 전류는 2번과 1

번 싸이리스터를 통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이오드의 특성에 따

라 의 크기가 의 크기보다 커지는   에서 3번 싸이리스터가

도통되기 시작하여야 하나, 점호 전진각()에 의해   가 되는

순간부터 3번 싸이리스터가 도통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류 중첩

(Communication overlap)에 의해 중첩각() 시간동안 1번과 3번 싸이리

스터가 동시에 도통된 상태가 되고, 이 때의 전압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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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구간이 지나   가 되면 1번 싸이리스터의 도통이 종료

되고 2번과 3번 싸이리스터만 도통된 상태가 된다. 이 후,   

가 되면 2번과 3번 싸이리스터가 동시에 도통 상태가 되는 방식으로 과

정이 반복되게 된다.

(a) 밸브 동작 1 (b) 밸브 동작2

(c) 밸브 동작 3 (d) 밸브 동작4

그림 16 AC 전압에 따른 인버터의 밸브 점호

위와 같은 원리로 점호지연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제어 기법은 제어이다. 제어에서는 정류 실패(commutation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해 를 min에 근접하게 유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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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가 가능하고, 인버터의 무효전력과 고조파 전류를 최소화하는 효과

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컨버터와 변압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상당히 큰 불감대(dead-band)를 가지고, 상대적인 제어

속도가 느려 연결된 AC계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압 강하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며, 특히 약한 계통에서는 전압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30].

또한, LCC의 제어 목표도 전달된 전력을 AC계통에 손실 없이 전달

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전압을 제어하는

는 DC전압 제어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DC전압 제어는 제어에 비해

동작이 상대적으로 빨라 시스템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장거리 송전의 경우에는 전송 손실 최소화를 위해 DC전압을 최대한 높

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해상 풍력발전 단지와 연계하는 시

스템에는 더욱 적합한 제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DC전압 제어를 활용한 전압 드룹 제어의  order는 그림 17과 같은

제어를 통해 생성되며, 마스터-슬레이브 제어에서의  order는 그림 18

과 같은 제어를 통해 생성된다.

그림 17. 전압 드룹 제어 방식의 인버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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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스터 컨버터

(b) 슬레이브 컨버터

그림 18. 마스터-슬레이브 제어 방식의 인버터 제어

3.2 제안하는 Feed-Forward 제어 방안

3.2.1 Feed-Forward 제어기

앞서 3.1절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의 DC 계통

전압을 제어함에 있어, 인버터의 드룹 계수를 각각 , 로 설정하여

제어하는 전압 드룹 제어방식을 채택할 경우, 전압 레퍼런스의 변화는

식(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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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2의 정의를 활용하여  order를 에 대하여 정리한 뒤 식

(17)의 변수들을 그림 17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8)

 order   


 ∆ (19)

식(17) ∼ (19)와 그림 17로부터 DC전류의 변동은  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가 새로운 수렴점()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

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C전류의 변동은 가 로 변동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변

수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값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그 값으로 제

어되도록 제어기를 구성한다면, 가 에 보다 빠르게 수렴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외란이 예측

가능하거나 결과가 예측 가능할 때 적용이 가능한 Feed-Forward 제어

기법을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의 변동은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

에 일정한 이득을 취하여 Feed-Forward 항을 추가한 제어의 형태는 식

(20)과 같으며, 이를 그림 1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order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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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제안하는 Feed-Forward 제어기

제안한 제어기는 DC전류변화에 대해 변화하는 값을 추종할 수 있

도록 이득을 설정하여 DC전압의 변동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유효전력

이 빠르게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하여, 시스템 반응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의 반응속도를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유효전력의 오버슈

트(Overshoot)를 방지하여 시스템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이득 값을 찾기 위해 2장과 3장을 통해 구성한

모의 계통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이득 값에 대한 시스

템의 반응속도 변화와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

이션에 대한 결과와 분석은 4장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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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4장에서는 PSCAD를 활용하여 모델링한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

에 주로 활용되는 제어 전략인 마스터-슬레이브 제어와 전압 드룹 제어

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으며(Case #1), 제안한 Feed-Forward 제어기가

시스템 반응속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Case #2).

4.1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의 제어 전략 비교

마스터-슬레이브 제어

마스터-슬레이브 제어에서는 1번 인버터를 마스터 인버터로 설정하

고, 2번 인버터를 슬레이브 인버터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

며, 시간에 따른 풍력발전단지의 출력 변동은 표 3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0은 마스터-슬레이브 제어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표 3. 풍력발전단지 출력 변경 시나리오(Case #1)

구 분 0초 14초 16초 비 고

WF #1 0.3 0.36 0.36 20% 증가

WF #2 0.3 0.3 0.3 변동 없음

WF #3 0.3 0.3 0.27 10% 감소

총 발전량 0.9 0.96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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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마스터-슬레이브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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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드룹 제어

전압 드룹 제어에서는 마스터-슬레이브 제어에서와 같이 표 3과 같은

풍력발전단지 출력변동을 적용하였고, 표 4와 같이 드룹 계수의 비율을

변동시켜가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 드룹 계수 비율에 대한 시뮬

레이션 결과는 그림 21 ∼ 23과 같다.

표 4. 드룹 계수 설정

구 분 설정 비율

1차 1 : 1

2차 2 : 1

3차 2 : 3

각 제어 전략에 대한 비교

그림 20 ∼ 23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스터-슬레이브 제어에

서는 마스터 인버터인 1번 인버터가 모든 출력변동을 담당하는 데 비해,

전압 드룹 제어에서는 각 인버터가 설정한 드룹 계수 비율의 역수의 비

율로 출력 변동을 부담하였다.

전류 변동에 대해서는 마스터-슬레이브 제어의 경우 2번 인버터(슬레

이브 인버터)가 정전류 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출력이 변동함에 따라 1

번 인버터(마스터 인버터)의 전류만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압

드룹 제어의 경우 모든 인버터의 전류가 출력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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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압 드룹 제어(1:1)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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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압 드룹 제어(2:1)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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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압 드룹 제어(2:3)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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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변동은 전류 변동과 마찬가지로 마스터-슬레이브 제어에서는 계

통의 전압을 제어하는 1번 인버터로 인해 모든 인버터의 전압이 거의 일

정하게 유지되지만, 전압 드룹 제어에서는 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

하는 인버터의 부재로 모든 인버터의 전압이 출력 변동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제안하는 Feed-Forward 제어기의 영향 분석

제안하는 Feed-Forward 제어기가 시스템 반응속도와 안정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압 드룹 제어에서 드룹 계수 비율을 1:1로

설정하고, 각 인버터의 끝단에 제안한 제어기를 추가하였다. 시간에 따른

풍력발전단지의 출력 변동은 표 5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Feed-Forward

제어기의 이득은 두 인버터에 동일한 값을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같은

양을 증가시키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표 5. 풍력발전단지 출력 변경 시나리오(Case #2)

구 분 0초 12초 비 고

WF #1 0.3 0.39 30% 증가

WF #2 0.3 0.3 변동 없음

WF #3 0.3 0.3 변동 없음

총 발전량 0.9 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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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이득의 변화에 대한 1번 인버터의 유효전력과 전압의 시뮬

레이션 결과이며, 유효전력의 정상상태 도달에 걸리는 시간 등은 표 6으

로 정리하였다.

그림 24. Feed-Forward 제어기 시뮬레이션 결과

표 6. Feed-Forward 제어기 적용 결과(유효전력)

이 득 최대값 (최대 오버슈트) 정착 시간

0 0.481122 (-) 12.202초

1 0.481120 (-0.000002) 12.162초

3 0.482066 (+0.000946) 12.230초

5 0.482630 (+0.001508) 12.26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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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Forward 제어기의 이득이 7을 초과하면 값이 허용범위

( )를 초과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이득이

6을 초과할 경우, 전압이 순간적으로 1.05(pu) 이상으로 상승하여 일반적

인 HVDC 운영에 적합한 DC전압 허용범위인 5%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득의 최대 설정범위를 5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드룹 계수의 비율을

1:1로 설정하였으며, 두 Feed-Forward 제어기의 이득을 동일하게 설정

하였기 때문에 1번 인버터의 결과값만을 비교하였다.

그림 24와 표 6으로부터 Feed-Forward 제어기의 이득이 증가할수록

유효전력과 전압의 최대값이 증가하며, 특히 전압의 경우 순시값의 변동

폭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득이 증가할수록 상승시간은

계속 짧아졌으나 정착시간의 경우 이득이 일정시간을 넘어서면 다시 길

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득이 설정된 경우에는, 외란

의 변동에 따라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Feed-Forward 제어

의 특성 상 시스템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 앞서 Feed-Forward 제어기의 이득을 제한한 것처럼 일정한 수준

의 이득 제한범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반복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논문에서 구성한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의 가장 적절한 이득은 1.75에 근접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득을

1.75로 설정한 Feed-Forward 제어기를 추가한 제어 방안과 일반적인 제

어 방안의 비교 결과를 그림 25와 표 7로 정리하였다.



37

그림 25. Feed-Forward 제어기의 성능 비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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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안한 Feed-Forward 제어기의 성능 비교

구 분 미적용 적용 비 고

정착 시간(초) 12.202 12.120 40.6% 단축

유효전력 최대값(pu) 0.4811 0.4811 -

전류 최대값(pu) 0.4758 0.4715 개선

전압 최대값(pu) 1.0335 1.0376 허용범위 이내

제안한 Feed-Forward 제어기는 모의 시스템에서 유효전력이 정상상

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0.82초 단축하여 일반적인 전압 드룹 제어

를 수행했을 때에 비해 정착시간을 약 40.6%를 단축시킬 수 있었다. 또

한 순시 전압의 최대값도 허용범위 내에 존재하였으며, 허용범위가 더

좁은 전류 제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 안정하게 제어하는 효과도 나타

났다.

추가적으로 전압 드룹 제어의 드룹 계수 비율이 1:1이 아닌 설정에서

도 제안한 제어기가 유효전력 반응속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림 26은 드룹 계수 비율을 2:1로 설정하고 제안한

Feed-Forward 제어기를 추가한 제어 방안과 일반 전압 드룹 제어의 유

효전력의 출력 비교이다. Case #2에서처럼 제안한 제어기는 적절한 이득

이 설정되었을 때, 유효전력의 반응속도를 향상시키며 유효전력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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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eed-Forward 제어기의 성능 비교 (2:1)

본 논문에서 제안한 Feed-Forward 기법을 활용한 제어기는 알아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MTDC의 유효전력 반응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

었다. 또한 DC전류와 유효전력의 오버슈트를 감소시켜 시스템 안정성에

도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Feed-Forward 특성에 따른 순간적인 큰

변화에 취약한 것을 고려하여 적용할 이득의 설정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과 제안한 제어기의 수

학적 모델을 활용한 정확한 이득 계산과, 상태 공간 모델을 활용한 안정

도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추가 연구가 진행된

다면 하이브리드 MTDC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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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육지

를 연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의 반응속도 향상을 위하여

Feed-Forward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PSCAD를 활용하

여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로 사용되

는 제어 전략을 비교하였으며, 제안한 Feed-Forward 제어기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제안한 Feed-Forward 제어기는 일정한 이득에서 시스템 반응속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순시전압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를 보였다. 그러나 Feed-Forward 제어의 특성상 과도한 이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전력의 과도상태 피크값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내거나 

값의 허용범위를 넘어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따라서

Feed-Forward 제어기의 이득의 제한 범위와 최적값을 찾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발전은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 및 제어기의 수학적 모

델링과 소신호 모델의 개발을 통해 최적의 Feed-Forward 제어기 이득

을 찾고 안정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과 해상 풍력발전단지의 세부적 모델

링 등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생략하거나 간략화했던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연구중인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의 다양한 제어 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한 본 연구의 발전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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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하이브리드 MTDC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 뿐만 아니라 몽골 사막의 발전이나 동

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하이브리드 MTDC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및 본 연구에서 발

전한 연구가 하이브리드 MTDC 시스템의 반응속도 향상과 안정성 분석

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2

참 고 문 헌

[1] T. Ackermann, “Wind Power in Power System.”, John Wiley &

Sons, 2005.

[2]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Dec. 2017.

[3] O. Anaya-Lara, N. Jenkins, J. Ekanayake, P. Cartwright, M.

Hughes, “Wind Energy Generation – Modeling and Control.”, John

Wiley & Sons, 1st edition, 2009.

[4] O. E. Oni, I. E. Davidson, and K. N. I. Mbangula, “A review of

LCC-HVDC and VSCHVDC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in Proc.

IEEE 16th Int. Conf. Environ. Elect. Eng. (EEEIC), Florence, Italy,

Jun. 2016, pp. 1–7

[5] Z. Zhao and M.R. Iravani, “Application of GTO voltage source

inverter in a Hybrid HVDC link,” Power Delivery, Vol. 9, No. 1, pp.

369-377, Jan. 1994.

[6] R. E. Torres-Olguin and T. Undeland, “A direct power control for

Hybrid HVDC transmission systems,” in Proc. 2011 IEEE Trondhein

PowerTech Conf, pp. 1-6

[7] G. Wu, Y. Tohbai and T. Takahashi, “Construction and

operational properties of offshore wind farm power generation system

with self-commuted HVDC transmission,” in Proc. 2010 IEEE Power



43

system technology Conf., pp. 1-6.

[8] G. Li, G. Li, H. Liang, M. Yin and Chengyong, “Operational

mechanism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novel Hybrid HVDC

system,” in Proc. 2006 IEEE Power system technology Conf., pp. 1-6.

[9] W. Pan, Y. Chang, and H. Chen, “Hybrid Multi-terminal HVDC

System for Large Scale Wind Power”, Proceedings of IEEE PES

Power Systems Conference and Exposition, 2006. PSCE '06, pp

755-759.

[10] R. Preece and J. V. Milanovi´c, “Tuning of a damping controller

for multiterminal VSC-HVDC grids using the probabilistic collocation

method,” IEEE Trans. Power Delivery, vol. 29, no. 1, pp. 318-326,

Feb. 2014.

[11] A. Raza, X. Dianguo, S. Xunwen, L. Weixing and B. W.

Williams. “A Novel Multiterminal VSC-HVdc Transmission Topology

for Offshore Wind Farms”, IEEE Transactions on Industry

Applications, vol. 53, no. 2, pp. 1316-1325, March- April 2017.

[12] Z. Li, R. Zhan, Y. Li, Y. He, J. Hou, X. Zhao, and X. Zhang,

“Recent developments in HVDC transmission systems to support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vol. 1,

no. 5, pp. 595-601, Dec. 2018.

[13] RXHK Awarded World’s Largest VSC HVDC Converter

Contract, RXHK [Online]. Available : http://www.rxpe.co.uk/corporate/



44

news/ worlds-largest-vsc-HVDC-converter-order/

[14] D. Kwon, Y. Kim, and S. Moon, “Modeling and Analysis of an

LCC HVDC System Using DC Voltage Control to Improve Transient

Response and Short-Term Power Transfer Capability,” IEEE Trans.

Power Del., vol. 33, no. 4, pp. 1922-1933, Aug. 2018.

[15] R. H. Renner et al., “Ancillary services in electric power systems

with HVDC grids,” IET Gen., Transm. Distrib., vol. 9, pp. 1179–1185,

2015.

[16] 김정호, “해상풍력발전단지 연계용 전압형 HVDC의 DC전압 협조제

어 전략”,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16.

[17] D. V. Hertem, O. Gomis-Bellmunt, J. Liang, “HVDC Grid For

Offshore and Supergrid of the Future”, John Wiley & Sons, 2016.

[18] Q. Wang, L. Chang, “An Intelligent Maximum Power Extraction

Algorithm for Inverter-Based Variable Speed Wind Turbine Systems,”

IEEE Transactionson Power Electronics, vol.19, no.5, pp.1242-1249,

September 2004.

[19] J. Peralta, H. Saad, S. Dennetière, J. Mahseredjian, and S.

Nguefeu, “Detailed and averaged models for a 401-level MMC-HVDC

system,” IEEE Trans. Power Del., vol. 27, no. 3, pp. 1501–1508, Jul.

2012.

[20] P. T. Krein, J. Bentsman, R. M. Bass, and B. L. Lesieutre, “On

the use of averaging for the analysis of power electronic systems,”



45

IEEE Trans. Power Electron., vol. 5, no. 2, pp. 182–190, Apr. 1990.

[21] H. Saad et al., “Dynamic Averaged and Simplified Models for

MMCBased HVDC Transmission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vol. 28, no. 3, pp. 1723-1730, July 2013.

[22] S. Cui, S. Kim, J. Jung, and S. Sul, "A comprehensive cell

capacitor energy control strategy of a modular multilevel converter

(MMC) without a stiff DC bus voltage source," 2014 IEEE Applied P

ower Electronics Conference and Exposition - APEC 2014, pp.

602-609, Mar. 2014.

[23] J. Jung, S. Cui, S. Kim, and S. Sul, "A cell capacitor energy

balancing control of modular multilevel converter considering the

unbalanced AC grid conditions," 2014 International P ower Electronics

Conference (IPEC-Hiroshima 2014 - ECCE ASIA), pp. 1268-1275,

May. 2014.

[24] Szechtman, M. ; Wess, T. ; Thio, C.V., "A BENCHMARK

MODEL FOR HVDC SYSTEM STUDIES", AC and DC Power

Transmis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1991, pp374~378.

[25] E. Prieto-Araujo, F. D. Bianchi, A. J. Ferre, O. Gomis-Bellmunt,

“Methodology for Droop Control Dynamic Analysis of Multiterminal

VSC-HVDC Grids for Offshore Wind Farms”, IEEE Transactions on

Power Delivery, Vol. 26, No. 4, October 2011, 2011

[26] K. Rouzbehi, A. Miranian, A. Luna, P. Rodriguez, “A Generalized



46

Voltage Droop Strategy for Control of Multi-Terminal DC Grids”,

2013 IEEE Energy Conversion Congress and Exposition (ECCE), 2013

[27] R Teixeira Pinto, S. F. Rodrigues, P. Bauer, J. Pierik,

“Comparison of Direct Voltage Control Methods of Multi-Terminal

DC Networks through Modular Dynamic Models”, Proceedings of the

2011-14 th European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and

Applications (EPE 2011), 2011

[28] Haileselassie, T.M., Uhlen, K.: “Impact of DC line voltage drops

on power flow of MTDC using droop control”, IEEE Trans. Power

System, 2012, 27, pp. 1441–1449.

[29] P.KUNDUR, POWER SYSTEM STABILITY AND CONTROL,

McGraw-Hill, 1993.

[30] R. Adapa, EPRI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Transmission Reference Book : 2015 Edition, Dec 2015.



47

Abstract

Study for A Feed-Forward

Control Method of Hybrid MTDC

to Improve Transient Response

Sang-young Hou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attracting attention due to the

ever-increasing interest in power demand and environmental issues.

Among them,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is easy to construct

large scale power generation, and high quality wind can be provided.

So, many large scale projects are being planned and implemented.

  High voltage direct current(HVDC) technology is used to stably

transmit power generated by such large-scal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to the system. Recently, interest in hybrid multi-terminal

HVDC(MTDC) technology associated with offshore wind-farms is

increasing. Hybrid MTDC can be used not only for transmitting

constant power, but also for a variety of grid servic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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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ing the frequency of the associated grid or supporting fault

recovery. For this, it is essential that the system variables of the

hybrid MTDC reach the desired values quickly and reliably.

  In this paper, I simulated a hybrid MTDC system linked to an

offshore wind-farm and studied the control characteristics of the

MTDC system and the control methods of each component of the

system. In addition, a controller using a feed-forward technique is

proposed to improve the system response speed of hybrid MTDC.

This effect was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on the changes in

input and output of various systems in connection with the simulated

model.

keywords : Hybrid MTDC, Feed-forward Control, Offshore

Windfarm, multi-terminal HVDC

Student Number : 2018-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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