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 정회원, 이경산전(주)

 E-mail : euljae@e-kyoung.com

* 정회원, (주)우진산전, 연구소, 소장

** 비회원,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차장

KTX 고속전철 추진제어시스템의 역률제어장치(PFC)

동작특성 분석

Dynamic Characteristics Analysis on the Power Factor Correction (PFC) 
System for Propulsion System of KTX High Speed Train

                    이을재†         이은규*         윤차중**

Lee, Eul-Jae† Lee, Eun-Gyu* Yoon, Cha-Jung**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PFC(Power Factor Correction) system to control the power factor of input current of 

the converter system which is working in the propulsion system of KTX high speed train. In the KTX train 
system, initially introduced from ALSTOM, the thyristor converter with phase controlling technique is adopted 
in the current fed type powering system. The input current induces harmonic losses highly because the 
waveform becomes rectangular shapes according to the filter inductor current increased as the train speed 
increasing gradually. Especially the interference with the signalling systems is severe concerned due to high 
current harmonics on the catenary line. To protect this problem, a frequency trap filter(notch filter) is 
operating with the input converter system. In this paper, an analysis work and PC simulation have been done 
on the PFC system to upgrade its performance and maintenance efficiency. 

1. 서  론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KTX 경부고속철도차량은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제작기술을 이전 받아 조

립 및 제작이 되었으며 동력집중식의 동기식전동기방식 추진제어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KTX의 추진제

어장치는 철도차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압원형 컨버터/인버터를 사용한 방식이 아니라 대전력

용 Thyristor 계열을 사용한 전류원형 컨버터/인버터 방식이 운용된다[1]. 전류원형 전력회로를 사용

하는 경우 주회로 에너지원은 직류인덕터가 담당하므로 입력컨버터에는 정현파전류가 아닌 직류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만큼에 해당하는 유사구형파 전류가 흐르게 된다[2]. 구형파 전류는 상당한 크

기의 기수고조파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차량내 변압기와 가선측에 고조파 손실을 

유발함은 물론 신호장치 등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KTX 추진제어장치에서는 고조파손실 저감과 가선전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컨버터의 입력단에 병렬로 

PFC(Power Factor Correction)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특정고조파에 

대하여 낮은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트랩필터(Trap Filter)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점에 온/

오프를 하기 위한 양방향 사이리스터 회로가 추가된 형태이다. 회로에서 필터의 계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도입된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계수값에서 인덕턴스의 크기만 작

게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장치보다 용량성 임피던스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역

률과 효율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용연한이 증가함에 따라 장치의 고장

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PFC 장치는 고장률이 높아서 현장에서 개선의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1]. 이러한 배경상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KTX 고속철도차량의 추진

제어시스템 중에서 입력전류의 특정 고조파저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FC장치에 대하여 동작특

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시스템의 동작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시스템에서 적용되고 있는 

82



필터계수의 변동에 따른 고조파저감의 효과 및 역률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치의 개

선방향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2. 기존시스템 고찰

 

그림 1 KTX 고속전철 추진제어장치 입력회로 구성

 그림 1은 현재 운용 중인 KTX 경부고속철도차량의 추진제어시스템 중에서 입력컨버터와 관련된 회

로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컨버터회로는 4상한 사이리스터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대의 컨버터

(CV-TT-01, CV-TT-02)가 직렬로 연결되어 부하전력의 크기에 따라 전압의 크기를 제어한다. 차량

의 변압기회로와 컨버터입력 사이에는 병렬로 역률제어장치(TH-PFC-01, TH-PFC-01)가 연결되어 

있다. 이 장치는 실제로 역률의 제어목적보다는 가선에 포함되는 저차고조파의 저감을 위한 트랩

(Trap)필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히 3차고조파(180Hz)의 저감에 동조되어 있다. 동작방식

은 필요한 시점에 회로에 투입되거나 제거될 수 있도록 양방향 사이리스터에 의한 스위치회로를 노치

필터(Notch filter)와 직렬로 연결하여 3차고조파를 제거한다. 컨버터 입력전압의 크기는 1800VAC 이

상이어서 LC 공진이 발생하는 트랩필터의 전압은 입력전압보다 상시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스위치

로 사용되는 사이리스터의 내압도 높아질 필요가 있으므로 회로에서는 3직렬 회로의 역접속 양방향회

로가 사용되고 있다. 공진용 캐패시터는 모터블럭 내부에 위치하지만 공진 인덕터는 모터블록 외부의 

변압기 함에 일괄적으로 포함된다. 입력전류의 크기가 적은 저속운전영역에서는 사이리스터가 오프되

어서 입력회로와 분리되지만 차량이 중고속영역에 진입하여 입력전류가 증가하고 파형이 구형파에 근

접하면 사이리스터를 온하여 특정고조파 저감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동작방식과 회로의 구조

는 교류송배전회로에 흔히 사용되는 TCR(Thyristor Controlled Reactor)이나 TSC(Thyristor 

Switched Capacitor)와 유사하나 두 장치가 점호각을 제어하여 모선의 역률제어 등의 전력품질제어에 

사용되는데 반하여 본 PFC 장치에서는 LC 공진으로 인하여 점호각제어는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모터블록 내에서 고장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소자에 가해지는 고전압으

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필터에 흐르는 공진전류의 크기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역률제어의 

목적보다는 고조파저감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장치가 동작하면 오히려 역률이 감소하고 위상각 

차이만큼 입력전류의 실효치가 증가되는 등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향 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시스템으

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2는 현재 운용중인 역률제어장치의 외관형태이며 하나의 외함에 두 대의 역률

제어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표 1은 역률제어장치의 기본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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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회로구조 트랩필터

제거주파수 3고조파(180Hz)

회로소자 3직렬 양방향 사이리스터

공진 인덕턴스 1.8mH

공진 캐패시턴스 432μF

냉각방식 액체침적식 강제공기냉각

보호동작 과전압/과전류 차단

표 1. 역률제어장치(PFC) 기본사양

  

그림 2 역률제어장치 외관(사진)

3.  역률제어장치 분석

3.1 트랩필터 회로해석

  역률제어장치는 실제로 특정주파수의 트랩을 수행하는 노치필터(Notch filter)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트랩필터의 내부 파라메터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능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다. 그림 3은 트랩필터의 구조 및 전달함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트랩필터의 구조 및 전달함수 특성

회로에서 입출력 관계식과 공진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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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는 필터의 대역폭이다.

  식 (6)에서 보면 직렬공진저항 R3에 의하여 필터의 첨예도 Q가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인덕턴스 L

이 크면 노치의 폭이 좁아져서 대역폭이 작아지고 캐패시턴스 C가 크면 반대로 대역폭이 넓어지게 됨

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치의 깊이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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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할 수 있으며 필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R3가 작아야 함을 알 수 있다.

3.2 기존장치 PFC 특성에 대한 검토

  기존장치에서 확인 가능한 파라메터는 L과 C이며 각각 432μF과 1.8mH이다. 입력전압의 크기는 교

류 1800V/60Hz이다. 그림 3에서 R1 저항은 변압기의 누설임피던스 로 대체하고 R3은 필터인덕터

에 포함된 직렬저항값 RF로 대체한다. 와 RF의 값은 차량에서 측정하면 알 수 있으나 실제로 장치

를 해체하여 실측하는 것이 어려워서 각각 100μH와 20mΩ을 적용하였다. 이 값들을 식 (5)와 (6)에 

대입하여 구해보면 필터임피던스 Z=5.459Ω, 첨예도 Q=102가 된다.μ

그림 4 역률제어장치의 위상특성과 주파수특성

  그림 4는 필터회로에 실제 파라메터 값을 적용했을 때 필터의 위상특성과 주파수특성을 나타낸 것이

다. 해석시의 유의사항은 컨버터의 부하전류가 구형파이고 이것을 필터링하여 입력측에 나타나는 3고

조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트랩필터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에서는 컨버터의 

입력을 출력으로 보고 트랩필터의 출력을 입력으로 대체하여 위상과 주파수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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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뮬레이션 해석

  그림 5는 역률제어장치와 컨버터회로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등가회로이다. 역률제어장치가 

동작하는 시점은 통상 부하전류가 많이 소요되는 중고속도 이상의 구간이다. 이에 따라 컨버터에서는 

전압제어 없이 최대 점호각으로 정류동작을 수행하는 회로를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트랩회로에서도 

점호각제어가 필요없으므로 통상적인 스위치회로로 대체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표 2와 같다. 시뮬

레이션 툴은 전기/전자회로의 분석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Spice를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역률제

어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와 두 종류의 필터계수를 사용하는 비교의 경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여

기에서 두 번째 필터계수는 역률제어장치의 개선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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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역률제어장치의 시뮬레이션 등가회로

항 목 내 용 비 고

입력전압 1800VAC 컨버터 입력전압

입력주파수 60Hz 가선전압

부하전력 650kW 컨버터 1대 부하

필터인덕턴스 45mH 필터인덕터

필터계수(1) 432μF/1.8mH 기존장치값

필터계수(2) 260μF/3.0mH 제안값

표 2 시뮬레이션 조건표

(1) 정상상태 특성조사

  정상상태 특성조사에서는 역률제어장치가 On 된 이후에 과도상태를 거쳐 안정화가 완료된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Case-1) 역률제어장치 Off

그림 6-(a) 컨버터 입력전압 및 입력전류 파형(Filter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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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b) 컨버터 입력전류 FFT 분석(Filter off)

  Case-2) 필터계수 432μF/1.8mH

그림 7-(a) 컨버터 입력전압 및 입력전류 파형(432μF/1.8mH)

그림 7-(b) 컨버터 입력전류 FFT 분석(432μF/1.8mH)

그림 7-(c) 필터 캐패시터 전압 및 전류(432μF/1.8mH)

  Case-3) 필터계수 260μF/3.0mH

그림 8-(a) 컨버터 입력전압 및 입력전류 파형(260μF/3.0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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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b) 컨버터 입력전류 FFT 분석(260μF/3.0mH)

그림 8-(c) 필터 캐패시터 전압 및 전류(260μF/3.0mH)

(2) 과도상태 특성조사

  역률제어장치에는 L과 C의 공진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교류전원에서 동작하므로 장치가 안정화되기 

전의 과도상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과도상태조사에서는 장치가 On 된 이후에 발생하는 공진전압/

전류를 확인하여 내부소자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On이 되는 시점은 입력전압의 

영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Off 동작은 사이리스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구간에서 전류가 영점

을 지나는 순간에 발생한다.

  Case-4) 오프에서 온으로, 필터계수 432μF/1.8mH

그림 9-(a) 컨버터 입력전압 및 전류(432μF/1.8mH)

그림 9-(b) 필터 캐패시터 전압 및 전류(432μF/1.8mH)

  Case-5) 오프에서 온으로, 필터계수 260μF/3.0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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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a) 컨버터 입력전압 및 전류(260μF/3.0mH)

그림 10-(b) 필터 캐패시터 전압 및 전류(260μF/3.0mH)

  Case-6) 입력전압  위치에서 온, 필터계수 432μF/1.8mH

그림 11-(a) 컨버터 입력전압 및 전류( 위치에서 온)

그림 11-(b) 필터 캐패시터 전압 및 전류( 위치에서 온)

  Case-7) 온에서 오프로, 필터계수 432μF/1.8mH

그림 12-(a) 컨버터 입력전압 및 전류(영전류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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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b) 필터 캐패시터 전압 및 전류(영전류 오프)

3.4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트랩필터에 의한 고조파저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기의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

과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ase-1) 역률제어장치 Off

그림 6-(a)에서 보면 역률제어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650kW의 부하조건에 대하여 컨버터 입

력전류는 거의 구형파 형태를 보인다. 입력전류에 대한 FFT 고조파분석(그림 6-(b) 참조)에서도 

기수 고조파가 그대로 나타난다. 역률이 거의 1에 근접하므로 입력전류의 최대크기는 정현파의 경

우보다 낮게 나타난다.

  Case-2) 필터계수 432μF/1.8mH

그림 7-(a)는 현재 KTX 고속열차에 적용되어 있는 역률제어장치에 사용된 필터계수값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이다. 트랩필터회로가 동작하면서 컨버터 입력전류의 형태는 구형파가 아닌 유사정현

파에 가까우나 필터의 용량성 임피던스가 커서 전류가 진상으로 나타난다. 역률은 Case-(1)에서보

다 나빠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적인 피상전류는 트랩필터회로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오

히려 증가하게 된다. 그림 7-(b)의 고조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Case-(1)보다 3고조파의 크기가 

현저히 적어짐을 볼 수 있다. 그림 7-(c)는 트랩필터회로내의 캐패시터전압과 공진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캐패시터의 양단에 나타나는 피크전압의 크기는 공진으로 인하여 입력전압보다 크게 되며 

필터의 임피던스에 따른 공진전류가 약 500Apk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Case-3) 필터계수 260μF/3.0mH

이 경우는 필터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필터계수를 적용한 경우이다. 입력전류의 파형은 Case- 

(2)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림 8-(a)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본파 전류의 크기가 Case-(2) 보다 적

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저감된 3고조파의 크기는 Case-(2)와 유사하지만 기본파의 크기가 적어

진 것을 보아 전제적인 역률이 Case-(2)보다 개선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그림 8-(c)에서 

보면 필터에 흐르는 공진전류의 크기가 Case-(2)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캐패시

터에 인가되는 공진전압의 크기는 약간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Case-4) 오프에서 온으로, 필터계수 432μF/1.8mH

그림 9-(a)와 (b)는 역률제어장치가 기동하는 순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것이다. 필터 내

부의 캐패시터가 비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진전류가 흐르면서 과도상태가 발생하였다. 공진전압이 

약 4kV까지 상승하므로 필터캐패시터의 내압과 사이리스터 소자의 내압이 상당히 높아야 함을 알 

수 있다.

  Case-5) 오프에서 온으로, 필터계수 260μF/3.0mH

그림 10-(a)와 (b)는 필터계수를 개선된 값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이 경우 앞의 경우에서보다는 

유도성 임피던스가 크므로 회로에 흐르는 과도전류의 크기가 감소됨을 볼 수 있다. 공진전압은 앞

의 경우와 유사한 4kV 정도로 나타났으나 안정화되는 시간이 약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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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6) 입력전압  위치에서 온, 필터계수 432μF/1.8mH

왜란이 발생하거나 혹은 연산결과의 오류를 가정하고 역률제어장치가 입력전압의 영점을 약간 벗

어난  위치에서 온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았다. 필터의 계수는 차량에

서 적용된 값이다. 전압영점에서 약간 지연된 위치에서 온이 되었지만 공진회로의 특성상 임피던

스가 낮아서 필터회로에 전압과 전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역률제어장치

가 정상적으로 온되지 못하면 과전압이나 과전류에 의한 소자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Case-7) 온에서 오프로, 필터계수 432μF/1.8mH

사이리스터 스위치를 사용하므로 게이트 신호를 소거하면 필터회로의 영전류 지점에서 자연소호가 

되면서 장치가 오프된다. 이때에 필터캐패시터에는 공진전압이 그대로 유지되므로(그림 12-(b) 참

조) 이 전압이 병렬로 연결된 방전저항에 의하여 영전압으로 되기 전에는 역률제어장치를 재기동

할 수 없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하게 되었다. 표 3과 4

는 31차까지의 컨버터 입력전류에 대한 고조파분석결과이고 표 5는 역률과 컨버터 전류의 왜곡률 등

에 대한 기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열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432μF/1.8mH의 

필터계수조합은 입력전류의 크기, THD 및 역률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제안된 260μF/3.0mH의 필터계수조합에서는 현재의 조합에 비하여 입력전류의 크기도 현

저히 줄어들게 되고 역률과 THD 및 필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등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차량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머 함에 포함되어 있는 인덕터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외부

에서 직렬로 1.2mH의 인덕터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의 확장이 필요한데 캐패시턴스가 40% 

가량 줄어들게 되므로 이 공간의 활용가능여부와 전체적인 무게의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조파(A) 1차 3차 5차 7차 9차 11차 13차 15차

PFC OFF 509.6 161 95.8 67.4 51.3 40.9 33.5 27.9

432μF/1.8mH 646 75.6 88.3 63.5 48.7 38.9 32.0 26.8

260μF/3.0mH 549 74.2 91.3 65.0 49.7 39.7 32.6 27.3

표 3 필터계수에 따른 컨버터 입력전류의 고조파 분석

17차 19차 21차 23차 25차 27차 29차 31차

23.6 20.1 17.2 14.8 12.7 11.0 9.4 8.11

22.8 19.4 16.7 14.4 12.5 10.8 9.3 8.0

23.1 19.7 16.9 14.6 12.6 10.9 9.4 8.1

표 4 (계속)

구 분 Iin(rms) THD 역률(P.F) Vc(pk) Ipfc(rms)

PFC OFF 707A 0.43 0.90 - -

432μF/1.8mH 863A 0.29 0.75 3.0kV 370A

260μF/3.0mH 742A 0.24 0.87 3.18kV 251A

표 5 기타 특징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TX 고속철도차량의 추진제어장치가 동작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가선의 저차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PFC 장치에 대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PFC 장치는 특정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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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제거하는 트랩필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입력의 역률을 순시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논문

에서는 기존의 트랩필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동작효과 등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PFC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필터계수를 제안하였다. 분석에 대한 결과 및 제안사

항은 아래와 같다.

(1) 트랩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저차고조파 저감효과가 있다.

(2) 필터를 사용하면 고조파저감의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역률은 저하되므로 이로 인하여 입력전류

의 크기가 증가한다.

(3) 필터의 용량성 임피던스는 현재보다 감소시키고 유도성 임피던스는 증가시킴으로써 입력전류의 역

률개선 및 전체적인 고조파저감을 이룰 수 있다. 이 경우 적절한 필터의 계수는 기존의 432μ

F/1.8mH에서 260μF/3.0mH로 변경할 수 있다.

(4) 변경된 필터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필터캐패시터에 인가되는 피크전압의 크기는 약간 증가하지만 

필터에 흐르는 실효전류는 25% 이상 감소하므로 필터에서의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한편 입력컨

버터에 흐르는 실효전류도 함께 저감되므로 트랜스포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

다.

(5) 입력전압의 영점에서 트랩필터가 온되어야 소자에 가해지는 전압스트레스가 최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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