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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신교통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는 친환경적이며 유지보수의 편의성 무인감시 시스,

템을 통한 안전성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등,

은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영업운전에 투입 운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실용화 자기부상열차의 부상제어용 장치 냉 난방장치 공기 압축기 조명장치Chopper , / , , ,

등 부하 장치에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보조전원장치에 대해 검Battery, Battery Charger AC/DC

토하고 전동차의 일반적인 보조전원장치 시스템과 현재 시운전 중인 실용화 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SIV)

원장치 시스템의 비교 및 보조전원장치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최근 신교통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는 친환경적이며 유지보수의 편의성 무인감시 시스,

템을 통한 안전성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등,

은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영업운전에 투입 운행하고 있다.

현재 당사는 산자부 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실용화 자기부상열차 에 장착할 추진제어 시스템(UTM-02) ,

부상제어 시스템 보조전원 시스템 차량제어 시스템 등 핵심 전장품을 개발하여 구성품 시험을 완료하, ,

였으며 또한 실용화 자기부상열차 시제차를 제작하여 한국 기계연구원 주행선로에서 자기부상열(KIMM)

차 실용화를 위한 부상제어 추진제어 등 각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본 논문은 실용화 자기부상열차의 부상제어용 장치 냉 난방장치 공기 압축기 조명장치Chopper , / , , ,

등 부하 장치에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보조전원장치에 대해 검Battery, Battery Charger AC/DC

토하고 전동차의 일반적인 보조전원장치 시스템과 현재 시운전 중인 실용화 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SIV)

원장치 시스템의 비교 및 보조전원장치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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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원장치의 설계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원장치의 설계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원장치의 설계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원장치의 설계2.2.2.2.

보조전원장치의 개요보조전원장치의 개요보조전원장치의 개요보조전원장치의 개요2.12.12.12.1

실용화 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원장치구성은 현재 국내 전동차에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동차의 보조전원 장치와는 는 다른 구성을 갖고 있다DC .

일반 전동차의 부하로는 냉 난방장치 및 공기압축기 조명장치 등 부하와 및 제어전원에 사, , AC Battery

용되는 부하로 크게 구분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전동차의 운행 시 는 상시 충전 상태임으로 전DC . Battery

동차에서 차지하는 주된 부하는 부하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하의 용량설계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AC . AC

된다 그러나 자기부상열차는 전동차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부하 외 부상 및 부상유지를 위한 전. AC DC

원을 요구한다 자기부상열차에서 필요로 하는 전원은 부상 또는 착지하는 순간에 최대 에너지를 필. DC

요로 하는데 순간적인 부하율은 정격의 수배에 이르게 된다 또한 운행중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순간적인 입력전압의 변동 순간적인 부하변동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반 전동차에서 다이오드 정류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지만 자. DC

기부상열차에서는 회로를 적용하여 출력을 제어한다IGBT Chopper DC .

보조전원장치 주회로 및 사양비교보조전원장치 주회로 및 사양비교보조전원장치 주회로 및 사양비교보조전원장치 주회로 및 사양비교2.22.22.22.2

그림 보조전원장치 주회로도1.



구 분 전동차 자기부상열차 비 고

제어방식 제어 방식PWM 제어 방식PWM

냉각방식 를 이용한 자연냉각Heatsink 을 이용한 강제냉각 방식FAN

정격 입력전압 1500Vdc 1500Vdc

입력전압변동범위 DC900V ~ DC1900V DC900V ~ DC1800V

정격용량
내외150kVA

(AC130kVA, DC20kW) 90kVA (AC50kVA, DC40kW)

정격 출력전압
AC 380V (+5%, -10%)
DC 100V (+5%, -10%)

AC 380V ±10%
DC 300V ±15%

정격 출력주파수 60Hz ±2% 60Hz ±2%

왜 율 이내 정격전압 및 전류10% ( ) 이내 정격전압 및 전류10% ( )

소 음 이하70dB 이하70dB

주위온도 -25 ~ 40℃ ℃ -25 ~ 40℃ ℃

표 보조전원장치 주요사양1.

하드웨어 구성하드웨어 구성하드웨어 구성하드웨어 구성2.32.32.32.3

본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입력단의 와 충전회로 필터를 포함한 입력Contactor(CHK, LK) (CHR, DSR),

부 전원을 상 전원으로 변경하는 인버터 전원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그리고 최, DC 3 AC , AC DC Chopper,

종 출력 를 포함한 출력부로 구성된다Contactor(ACK. DCK) .

가선을 통해 인가된 전원의 순간적인 유입으로 인해 에 발생할 수 있는 돌입전류를 차단하DC Capacitor

기 위한 보호회로인 충전저항 을 포함한 초기 충전회로를 형성하고 입Charging Contactor(CHK), (CHR)

력단 필터 통해 에 일정 전압이 충전되면 주회로 차단기 를 여자하여 주회로를 연결(FL,FC) Capacitor (LK)

하고 를 차단한다 이렇게 인가된 고압은 개의 히트싱크 모듈로 구성된 상 인버터를 통해CHK . 1 3 IGBT

일정 전압의 전원으로 변환된다 이때 발생하는 고조파는 출력필터 를 통해 필터링하AC . AC (ACC,ACL)

여 정현파로 변환한다 이렇게 변환된 상 전원은 를 통해 각각의 부하가 요구하는 전압. 3 Transformer AC

을 차 권선을 통해 일정비로 변환한다 차권선을 통해 형성된 상 전원은 출력단Transformer 2, 3 . 2 3

를 거쳐 최종 부하단에 출력되어 차량의 냉 난방장치 공기압축기 조Contactor(ACK) , , , Battery charger,

명장치 등 에 전원을 공급하고 차권선의 출력은 상 전파정류를 통해 필터링한 후 단을3 3 IGBT Chopper

거쳐 최종 출력 를 통해 출력되어 차량의 부상용 장치 차량의 제어전원Contactor(DCK) Battery, Chopper ,

등에 사용되어 진다.

2.4 Control method2.4 Control method2.4 Control method2.4 Control method

비교비교비교비교2.4.1 Control Block Diagram2.4.1 Control Block Diagram2.4.1 Control Block Diagram2.4.1 Control Block Diagram

그림 전동차 보조전원장치2. (SIV) Contro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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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조전원장치3.Maglev Control Block Diagram

2.4.2 Control Method2.4.2 Control Method2.4.2 Control Method2.4.2 Control Method

인버터는 그림 와 같이 구성되어 캐리어 주파수를 수 수 로 제어하여 제어를 수행하고IGBT 4 Hz ~ k PWM㎐

있다 한상의 출력전압 는 그림 에서 스위치 를 를 할 경우 의 값을 가지게 된. Vo 5 S+ ON S- OFF Vdc/2

다 반대로 가 가 될 경우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일정주기 안에서 시간. S+ OFF S- ON -Vdc/2 . S+ ON/OFF

과 시간을 조정하여 그림 과 같은 출력을 얻게 된다 시간과 시간이 길수S- ON/OFF 6 . S- OFF S+ ON

록 펄스의 폭은 넓어지며 이것은 출력전압 가 커짐을 의미한다 반대로 시간과 시간이Vo . S+ OFF S- ON

길수록 펄스의 폭은 좁아지며 이것은 출력전압 가 작아짐을 의미한다Vo .

결국 스위치의 시간을 이용하여 펄스의 폭을 결정하며 펄스의 폭은 결국 출력전압의S+, S- ON, OFF

크기를 결정한다 출력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림 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전압을 측정하여 제어를. 7 PI

통하여 적절한 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그림 과 같다MI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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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레벨인버터 개념도 그림 인버터 스위칭 개념도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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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전압 개념도 그림 제어개념도6. 7.



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원장치의 성능시험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원장치의 성능시험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원장치의 성능시험자기부상열차의 보조전원장치의 성능시험3.3.3.3.

성능시험기준성능시험기준성능시험기준성능시험기준3.13.13.13.1

가 도시철도 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나) IEC 0077-1(1999-10) Railway applications-Electric equipment for rolling stock

Part 1 : General service conditions and general rules

다)IEC 1287-1 (1995-07) Power converter installed on board rolling stock

Part1 :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주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주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주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주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3.23.23.23.2

가 기동 및 정지시험) (Starting / Stopping test)

관련규격 : IEC 1287-1 Clause 4.2.2, 4.2.6

전부하 조건에서 입력전압 변동범위내의 최저전압 정격전압 최고전압을 인가한 후 보조전원장치, ,

가 정상적으로 기동 및 정지 하는지 확인한다.

나 부하급변시험) (Instantaneous load fluctuation test)

관련규격 : IEC 1287-1 2.4.6.20, 4.2.6

정격 입력전압 상태에서 부하를 까지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출70% 100%(90kVA, pf=0.85) 0%

력전압 변동폭이 기준치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입력전압 변동시험) (Step change of input voltage test)

관련규격 : IEC 1287-1 Clause 2.4.6.14

정격입력 전압인 에서 정상기동중인 보조전원장치의 입력전압을 로DC1500V 1500V 1800V 1500V

급변하면서 출력전압의 변동폭이 기준치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라 온도상승시험) (Temperature rise test)

관련규격 : IEC 1287-1 Clause 2.4.6.10, 2.4.6.5, 4.2.5

정격입력전압과 부하조건에서 온도 상승량이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보조전원장치 성능시험 결과보조전원장치 성능시험 결과보조전원장치 성능시험 결과보조전원장치 성능시험 결과3.33.33.33.3

성능시험 결과 파형성능시험 결과 파형성능시험 결과 파형성능시험 결과 파형3.3.13.3.13.3.13.3.1

DC1500V DC1500V
CHK FCV

FCV
LK
ACK
ACLK
AC380V AC380V

DCK
출력전류AC

DC300V

그림 기동 및 정지시험 그림 부하급변시험8. 9.



그림 입력전압 변동 그림 입력전압 차단 및 재 가압시험10. 11.

그림 온도상승시험 그림 출력전압12. 1 13. AC / DC

보조전원장치 성능 시험 결과 분석보조전원장치 성능 시험 결과 분석보조전원장치 성능 시험 결과 분석보조전원장치 성능 시험 결과 분석3.3.23.3.23.3.23.3.2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압인가 후 신호를 인가하면 정상적인 를 통해 전압8 Run Sequence AC/DC

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호 차단 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 할(AC380V, DC300V) Run OFF

수 있다 그림 그림 은 정상 기동중인 보조전원장치의 부하급변 입력전압의 급변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9, 10 ,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림 에는 인가된 고압을 차단하여도 정상적으로 정지, 11

한 후 고압을 재 인가하면 정상적으로 재 기동함을 볼 수 있다 그림 은 이때 출력전압을 실측한 파형이다. 13 .

보조전원장치는 일반 전동차의 보조전원장치보다 소형화 설계를 진행하여 인버터 스택의 소형 경량화를 이,

루었으며 스위칭으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기위해 강제냉각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는 정격전압 전부하. 12 ,

조건에서 포화시점까지의 온도상승시험을 통한 시험결과 이다 시험결과 강제냉각 성능은 만족할 만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최신의 전력반도체 소자인 를 적용한 자기부상열차용 보조전원장치의 개발 및 제작을 통해 국내 도시IGBT

철도법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하기와 같은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전동차의 자연냉각방식을 강제 냉각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버터 스택의 중량 크기를 줄일 수 있었,

으며 고속 스위칭 실현을 통해 소음을 개선하였으며 스위칭으로 인한 열은 강제냉각방식의 적용을 통해 효과

적으로 냉각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기 성능시험 결과 파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전원이나 부.

하 조건의 급작스런 변화에도 일정한 전원을 출력할 수 있는 고성능의 을 실현하였으며 특히 부상 및System

착지 시 발생하는 순간적인 부하의 변동에 도 충분히 견딜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였다D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