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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에서는 높은 출력 토크 능력과 빠른

토크 제어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벡터제어를 이용해야 한다. 벡터제어는 순시 토크 제어가 가

능하기 때문에 스칼라 토크 제어가 가능한 슬립 주파수제어

보다 토크 제어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슬립 주파수

제어는 구배에서의 기동시에나, 저속운전 영역에서 구동특

성이 나쁘다[1]. 

현재 전기철도에서는 고성능 유도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어

서 벡터제어를 이용하고 있다. 벡터제어는 정지 상태에서부

터 저속 및 고속영역에까지 빠른 순시 토크제어가 가능하여

빠르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2]. 벡터제어를 하기 위해서

는 복잡한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의 모델이 필수적이다. 모델

을 통해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의 속도제어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가 쉽다[3].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 구동형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을

대상으로 Matlab/Simulink를 이용한 연계 시뮬레이션 모델

을 개발하였고, 연계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동기 구동

분야의 모의 시스템 설계 및 접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

한 각각의 제어기 및 제어대상인 유도전동기를 라이브러리

로써 모델링하여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쉽게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 축소 모형을 통해 시스템의 알고

리즘을 검증하였다.

Abstract Currently, vector control is used for speed control of trains because induction motor has high performance is

installed in Electric railroad systems. Also, control of the induction motor is possible through various methods by develop-

ing inverters and control theory. Presently, rolling stocks which use the induction motor are possible to brake trains by using

AC motor. Therefore model of motor block and induction motor is needed to adapt various methods. There is Variable Volt-

age Variable Frequency (VVVF) as the control method of the induction motor. The torque and speed is controlled in the

VVVF. The propulsion system model in the electric railroad has many sub-systems. So, the analysis of performance of the

speed control is very complex.  In this paper, simulation models are suggested by using Matlab/Simulink in the speed con-

trol characteristic. On the basis of the simulation models, the response to disturbance input is analyzed about the load. Also,

the current, speed and flux control model are proposed to analyze the speed control characteristic in the train propulsion sys-

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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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전기철도에서는 고성능 유도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열차속도제어를 위해 벡터제어를 이용하

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인버터와 제어이론의 개발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전동기 제어가 가능하다. 현재 유

도전동기를 사용하는 철도차량은 교류전동기를 이용한 역행, 역상제동 및 회생제동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

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터블록과 유도전동기의 모델이 필요하다. 유도전동기의 제어 방법으로는 가변

전압운전, 가변주파수 운전을 통하여 유도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를 제어한다.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은 많은 서

브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속도제어 성능을 해석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철

도차량 추진시스템을 대상으로 Matlab/Simulink를 이용한 속도제어 특성을 분석하였고, 일정시간에 부하에 대한

외란입력응답 특성을 해석하였다. 또한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의 속도제어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전류, 속도, 자

속추정기 및 유도전동기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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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시스템 모델

2.1 유도전동기 모델

3상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및 회전자의 전압방정식은 식(1)

이다[4].

, (1)

vabcs은 고정자의 상전압을 의미하고, iabcs는 고정자의 상

전류를 의미한다. vabcs은 회전자의 상전압을 의미하고, iabcs

은 회전자의 상전류를 의미한다. Rs는 고정자의 저항을 의

미하고, λabcs는 고정자의 자속을 의미한다. Rr은 회전자의 저

항을 의미하고, λabcs은 회전자의 자속을 의미한다. 식(1)을

회전좌표계로 변환을 위해 식(2)을 이용한다[5].

(2)

wsl은 슬립주파수를 의미하고, 자속은 유도전동기의 인덕

턴스와 전류의 곱으로 표시된다.

(3)

Ls는 고정자의 인덕턴스를 의미하고, Lr은 회전자의 인덕

턴스를 의미한다. Lm은 상호인덕턴스를 의미한다. 또한 d-q

변환을 통하여 전압 방정식 및 유도전동기의 자속을 계산하

면 식(4)~식(7)이다.

(4)

(5)

(6)

(7)

식(4)과 식(5)을 이용하여 벡터장에서 고정자 및 회전자의

자속을 계산하면 식(8)과 식(9)이다[5].

(8)

(9)

이고, 식(9)을 이용하여 자속각을 계산하

면 식(10)이다.

(10)

자속과 전류간의 식을 이용하여 벡터장에서 유도전동기의

토크를 계산하면 식(11)이다.

(11)

P는 극수를 의미한다. 와 는 자속추정기를 이용하

여 구한다.

2.2 전류제어기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의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PI제

어기를 이용한다. 인버터를 이상적으로 간주하여 이득이 1

이면 Fig. 1로 모델이 가능하다[6].

Fig. 1 PI current controller

Fig. 1에서 개루프 전달함수를 계산하고, 극점과 영점을 소

거하기 위해 Kii/Kpi=R/σLs의 관계식을 대입하면 식(12)의 형

태인 전달함수가 얻어진다.

(12)

Kii/Kpi=R/σLs의 관계식 및 식(12)을 이용하여 전류이득 Kii

을 계산하면 식(13)이다.

(13)

2.3 속도제어기

본 논문에서는 속도제어기로써 PI, IP, 2자유도 제어기를

이용한다. PI 속도제어기의 모델은 Fig. 2이다[7].

Fig. 2 PI speed controller

Fig. 2에서 H(s)를 1로 하고, 지령속도 ω*

rpm에 대한 속도

ωrpm의 응답으로의 전달함수를 계산하면 식(14)이다.

(14)

(15)

(16)

IP 속도제어기의 모델은 Fig.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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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P speed controller

Fig. 3에서 지령속도 ω*

rpm에 대한 속도 ωrpm의 응답으로의

전달함수를 계산하면 식(17)이다[8].

(17)

PI나 IP제어기로서는 속도지령의 변화에 대한 유도전동기

속도의 응답에 대한 overshoot가 작으면서 부하토크의 변화

에 대한 속도 응답의 회복시간도 짧은 속도제어기를 실현하

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Fig. 4에서 보듯이 2자유도 속

도제어기를 이용한다[9]. α는 제어기 계수로 α를 1로 하면

PI제어기가 되고 α를 0으로 하면 IP제어기가 된다.

Fig. 4 Two degree of freedom speed controller

속도 제어계를 대상으로 속도기준 값과 부하토크의 입력

에 대한 속도응답특성을 전달함수로 나타내면 식(18) 및 식

(19)이다.

(18)

(19)

2.4 자속추정기

2.4.1 전압모델 자속추정기

유도전동기 고정자 및 회전자 자속방정식을 복소벡터 형

태로 나타내면 식(20) 및 식(21)이다.

(20)

(21)

식(21)에서 회전자 전류는 식(22)과 같다.

(22)

식(22)을 식(20)에 대입하여 고정자 자속을 회전자 자속과

회전자 전류로 표현하면 식(23)이다.

(23)

식(23)에서 고정자 누설 인덕턴스는 식(24)으로 계산한다.

(24)

위의 식들을 기준으로 Fig. 5는 전압모델 자속추종기를 나

타낸다[10].

Fig. 5 Flux controller with voltage model

이 방법은 역기전력이 작은 저속영역에서는 고정자 임피

던스에 의한 전압강하 및 잡음의 영향으로 추정 값이 정확

하지 않고, 또한 적분시 측정 변수들의 offset 때문에 적분

기가 포화되기 쉽다. 따라서 순수 적분 대신 1차 고역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주로 저속영역이 아닌 역기전력의 크기가

측정 잡음에 비해 충분히 큰 고속운전영역에서 사용한다[11].

2.4.2 전류모델 자속추정기

저속운전영역에서는 회전자 속도와 고정자 전류로부터 자

속을 연산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회전자좌표계(ω=ω r)에서의

고정자와 회전자 전압방정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12].

(25)

(26)

여기서, 과 은 회전자 좌표계에서의 고정자 전류이고,

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 될 수 있다.

(27)

(28)

식(27)과 식(28)의 1계 미분 방정식을 연산하면 회전자 좌

표계의 회전자 자속을 구할 수 있고, 정지좌표계의 회전자

자속은 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9)

(30)

회전자 전류 모델에 의해 회전자 자속을 구하는 방법은 순

수 적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압 모델 자속 추정기와 같

이 적분기 포화 문제는 없으나 회전자 자속을 구하기 위해

회전자 저항이 포함된 회전자 시정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값이 정확하지 않거나 변하면 자속 추종기가 이로 인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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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발생하게 된다. 위의 식들을 기준으로 Fig. 6은 전류모

델 자속추정기를 나타낸다[13].

Fig. 6 Flux controller with current model

2.4.3 전압ㆍ전류모델 합성 자속추정기

일반적으로 역기전력이 큰 고속운전영역에서는 고정자 전

압을 적분하여 구한 전압모델이 전동기 제정수의 변동에 강

인하여 자속 추정에 유리하고, 역기전력이 작은 저속운전영

역에서는 회전자 회로를 이용한 전류 모델이 측정신호의 오

차에 강인하여 추정 특성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저속운전영

역에서는 전류 모델 자속 제어기를 사용하고, 고속운전영역

에서는 전압 모델 자속 제어기를 사용하여 자속을 추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Fig. 7은 전압 모델과 전류 모델을 함께 사

용하는 자속 추정기의 블록도이다[14].

Fig. 7 Flux controller with voltage and current model

전압모델로 얻어진 자속을 외란으로 간주하여 주파수가 PI

제어기의 주파수 대역보다 낮은 영역(저속운전영역)에서는

추정된 자속이 전류모델 자속 추정기로 얻어진 자속을 따라

가게 되고, 주파수가 PI 제어기의 주파수 대역보다 큰 영역

(고속운전영역)에서는 추정된 자속은 전류모델 자속 추정기

로 얻어진 자속을 추정하지 않고 주로 외란항(전압모델로 얻

어진 자속)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Fig. 7의 전압·전

류 모델 합성 자속 제어기는 저속운전영역에서는 전류모델

자속 제어기를 활용하고, 고속운전영역에서는 전압모델 자

속 제어기를 이용하여 자속을 추종하는 기법이다. Fig. 7의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제어기는 Fig. 8과 같이 간략화

하여 해석할 수 있다[15]. 

Fig. 8 Simple flux controller with current model

Fig. 8에서 추정된 자속은 전압모델 자속 추정기과 전류

모델 자속 추정기로 구해진 회전자 자속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은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다.

(31)

은 전류모델 자속추정기에 의한 자속이고, 

은 전압모델 자속추정기에 의한 자속이다. 식 (31)의 우변

의 첫 번째 항은 고주파 통과 필터의 전달함수이고, 두 번

째 항은 저주파 통과 필터의 전달 함수이다. 따라서 전달함

수는 전압모델로 구한 자속에 고주파 통과 필터가, 전류모

델로 구한 자속에 저주파 통과 필터가 곱해진 형태로 재해

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정된 자속은 저속운전영역에서는

전류모델이 우세하고 고속운전영역에서는 전압모델이 우세

하게 된다. 전류모델에서 전압모델로 전이되는 주파수는 차

단각 주파수 개념으로 다시 정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PI제

어기의 이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필터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PI제어기의 이득을 2차 Butterworth 필터의

개념에서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16].

(32)

ωc는 2차 Butterworth 필터의 차단 각주파수이다.

3. 시뮬레이션

2장의 모델들을 Matlab/Simulink로 구현한 모델은 Fig.

9~Fig. 12와 같다[17].

Fig. 9 Induction motor with Matlab/Simu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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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urrent controller with Matlab/Simulink

Fig. 11 Two degree of freedom speed controller with Matlab/

Simulink

Fig. 12 Flux controller with voltage and current model with

Matlab/Simulink

Fig. 9~Fig. 12를 이용하여 전체 추진시스템 모델을 나타

내면 Fig. 13이다.

Fig. 13 Propulsion system with Matlab/Simulink

본 논문에서는 추진시스템의 모델을 입증하고자 축소모델

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2자유도 속도제어기의 특성

을 검토하기 위해 제어파라미터 α의 변화 시의 속도 제어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속도지령을 100, 400, 1000[r/min]으

로 각각 일정하게 유지하고 0.3~0.7[sec] 사이에 부하를 투

입하여 외란입력응답특성을 확인하였다.

시스템의 구성은 제어보드와 전력회로로 구분할 수 있다.

제어보드는 전력회로를 구동하고, 전력회로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회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되어 있다. 유도전동기의 파

라미터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Fig. 14는 논문에 적용한

전체시스템의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18].

Fig. 14 Propulsion system with Matlab/Simulink

Fig. 15는 속도지령을 0.4[sec]에서 0[r/min]에서 400[r/min]

으로 스텝가변 하였을 때 2자유도 속도제어기의 파라미터인

α를 변화 시킨 속도응답 파형이다. Fig. 15(a)는 α를 1로 주

었을 때의 응답이며, Fig. 15(b)는 α를 0.5로, Fig. 15(c)는 α

를 0으로 하였을 때의 응답특성을 나타낸다. PI속도제어기의

형태로 동작하게 되는 Fig. 15(a)는 상승시간이 약 30[ms]이

며, 오버슈트가 약 50[r/min], 12.5[%]이며, 정상상태 도달시

간은 250[ms]이다. Fig. 15(b)는 초기 상승시간은 빠르지만 정

상상태에 도달시간은 330[ms]이며, 오버슈트는 없다. 또한 IP

속도제어기의 특성을 보이는 Fig. 15(c)는 오버슈트는 없으나

 

 

 

 

Table 1 Parameters of induction motor

구분 값

정격출력 3.7[kW]

정격전압 220[V]

정격전류 12.9[A]

정격속도 1720[r/min]

극수 4극

고정자 저항 0.9210[Ω]

회전자 저항 0.5830[Ω]

고정자 인덕턴스 0.0671[H]

회전자 인덕턴스 0.0671[H]

상호 인덕턴스 0.0650[H]

관성 모멘트 0.0418[kg·m2]

마찰계수 0.0045[kg·m2/s]

 



열차추진시스템에서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를 위한 제어기 설계에 대한 연구-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3권 제2호(2010년 4월) 171

정상상태도달 시간이 400[ms]로 가장 느리다. Fig. 16은 실

험결과의 속도응답 파형이고, Fig. 16(a)은 상승시간이 약

28[ms]이며, 오버슈트가 약 45[r/min], 12[%]이며, 정상상태

도달시간은 230[ms]이다. Fig. 16(b)은 정상상태에 도달시간

은 약 310[ms]이며, Fig. 16(c)은 정상상태에 도달시간이

380[ms]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오차가 약 5[%]이다.

Fig. 15 Response to changing speed (0~400[r/min]) with simu-

lation

Fig. 16 Response to changing speed (0~400[r/min]) with experi-

ment

Fig. 17(a)은 지령속도를 100[r/min]으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0.3~0.7[sec] 사이에 부하(10[N·m])를 인가하였을

때의 속도응답파형이다. α=1인 PI속도제어기 경우는 분자의

s항의 계수가 분모의 계수에 연결되어 있어서 오버슈트가 불

가피하다.

Fig. 17 Response to speed controller (0.3~0.7[sec]) with simu-

lation

그러나 α=0인 IP속도제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하토

크에 대한 전달함수가 식(17)과 같이 동일한 형태를 갖기 때

문에 외란에 대해서는 동일한 응답특성을 가진다. Fig. 17(b)

과 Fig. 17(c)은 각각 지령속도를 400[r/min]과 1000[r/min]으

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0.3~0.7[sec] 사이에 부하(10[N·

m])를 인가하였을 때의 속도응답파형이다. Fig. 18은 실험결

과의 속도응답 파형이고, 100[r/min], 400[r/min], 1000[r/min]

에 대한 속도응답파형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오차가 약 5[%]

이다. 2자유도 속도제어기와 비례적분속도제어기는 외란 입

력에 대한 독립변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령입력에 대

한 응답은 변화 시키지 않고 외란억제 성능만을 개선할 수는

없다. 즉, 입력 추종은 독립적으로 고려 할 수 있으나, 외란

억제를 독립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으며, 단지 지령입력에 대

한 응답의 허용한도 내에서 외란억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Fig. 18 Response to speed controller(0.3~0.7[sec]) with exper-

imen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추진시스

템을 대상으로 Matlab/Simulink를 이용한 연계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연계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동기 구

동 분야의 모의 시스템 설계 및 접근에 관하여 연구하였으

며, 각각의 제어기 및 제어대상인 유도전동기를 모델링하여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쉽게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실 축소 모형을 통해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검증하였

다. 축소 모형실험에서는 속도지령의 스텝변화에 대한 전동

기 속도의 응답 오버슈트가 작으면서 동시에 부하토크의 스

텝변화에 대한 속도 응답의 회복시간도 짧은 2자유도 속도

제어기를 사용하였으며,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제어기

를 통해 저속, 고속에서 각각 다른 모델에 의한 자속을 추

정하고 이로부터 자속각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2자유도 속도제어기의 파라미터인 α를 변화하였을 때 오버

슈트는 현저히 줄어든다. 그러나 IP제어기 형태에 가까워질

수록 정상상태 도달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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