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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급변 대응을 위한 철도 차량용 보조전원장치

외란 억제 알고리즘 구현

Auxiliary Power Unit Control Algorithm for Input Voltage Disturbance Suppression

김 지 찬*․백 승 길**․차 한 주†

(Ji-Chan Kim․Seoung-Gil Baek․Hanju Cha)

Abstract - The railway vehicle has an auxiliary power unit for supplying power to the associated electronic control devices 

and passenger service unit. Typically, input voltage from the catenary for rolling stock is highly fluctuating according to the 

substation capacity, vehicle propulsion and regeneration. Especially, the frost and freezing on contact wire in winter can cause 

a blackout inside vehicle, and also brings about electronic components damaging and the system down. To prevent this 

problem, a large filter and capacitor is used. But this is not a perfect solution, because it is increasing weight of the unit. In 

this paper, a new algorithm is proposed to suppress the disturbance without adding devices.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has performance to suppress the disturbance at the sudden input voltage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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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차량은 기계․전자․전기 등 다분야 시스템이 상호 연계

되어 동작되는 복합 장치이다. 과거 승객이나 화물 등의 대량 수

송만을 목적으로 하던 철도 차량은 이제 산업 전반의 여러 기술

들이 철도 산업에 적용되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운송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승객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기대감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철도 차량은 쾌적한 차내 환경과 여러 편의 설

비를 구비하여 타 운송 수단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차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각 설비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

하다. 차량 내 전자장치의 제어, 전동차 출입문 개폐와 제동에 필

요한 압축기, 여름과 겨울철 온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장치, 차내 

안내 표시기 등 많은 기기들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필수적이다

[1]. 

이러한 보조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철도 차량용 보조전원장치

(APU: Auxiliary Power Unit)는 팬터그래프를 통해 전차선으로

부터 DC 1,500V를 그대로 입력 받아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로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2]. 기존 보조전원장치는 매우 큰 입력

단 필터부로 인하여 열 발생이 높으며, 스위칭 주파수가 1kHz 

이하로 낮아 출력 필터 값이 커지게 된다. 또한 3,300[V]급 

IGBT 사용으로 스위칭 시 발생되는 열손실이 크고 그에 따른 히

트싱크의 사이즈도 대형화되어 전동차의 중량을 증가시키는 문제

점이 있다[3]. 최근 공진형 컨버터 적용으로 방열판과 필터 사이

즈가 저감되어 경량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빠른 스위칭 주파수 

동작으로 효율이 향상된 보조전원장치가 개발되어 서울 메트로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 적용되었다[4]. 그림 1은 보조전원장치 

박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박스 구조

Fig. 1 Structure of Auxiliary Power Unit

이 보조전원장치를 탑재한 철도 차량은 도시철도 일반 운행 

환경인 지상․지하구간을 오가며 운행하게 되는데, 여러 요인이 

장치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하변동의 경우 어

느 정도 예측되어 설계되어 있으나, 입력은 외부 조건에 따라 변

화 폭이 커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철도 특성상 역간 짧은 시격에 따라 영업 구간에 여러 열

차가 동시에 운행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노선의 변전소 용량, 

전동차의 추진 및 회생에 따라 변동되는 입력 변동의 경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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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단에서 추종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가혹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겨울철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 결빙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 시 순간적인 입력 급변은 보조전원장치의 부품 

수명 단축 또는 소손, 시스템다운 발생 등을 초래하게 되며, 영업 

운행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5-7].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하

드웨어 장치 추가 없이 새로운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시뮬

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2.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2.1 보조전원장치 구성 및 동작 원리

그림 2는 보조전원장치 구성도이며, 전체 시스템은 부스트 컨

버터, 다중레벨 하프 브리지 공진형 컨버터와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직류 전차선 입력 전원을 공급받아 DC-DC 가변 후 이를 

DC-AC로의 전력변환 후 차량의 냉난방장치, 전자제어장치 등 각

종 부하에 공급을 가능케 하는 구조이다.

DC
1500V

AC
380V

충전부초기 필터부출력인버터부컨버터부공진형부스트컨버터부입력부 부출력

그림 2 보조전원장치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Auxiliary Power Unit

부스트 컨버터는 인덕터를 통해 스위치 도통시간 동안 입력으

로부터 인덕터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차단되는 시간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출력 측에 전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차선으로부터 

공급되는 입력 전압은 DC 1500V이지만 운행 환경 등 여러 요인

에 의해 전압 변동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 장치는 입력 전압의 

변동에 대하여 전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8, 9]. 

공진형 컨버터를 상용화 한 철도차량 보조전원장치가 아직까

지 보편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고주파 스위칭을 

구현할 수 있으며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로 인해 각 부품의 중량을 감소시켜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가 가

능하게 된다[10, 11]. 본 논문에서 사용된 보조전원장치는 공진

형 컨버터를 적용하여 기존 장치에 비해 소비전력 저감 및 경량

화, 효율 향상이 이루어졌다[12, 13].

2.2 보조전원장치 외란 억제 알고리즘

2.2.1 도시철도 운행 환경에서의 입력 전압 급변

보조전원장치 제어기에 대한 외란성분은 입력전압의 변동에 

의한 외란과 부하 급변에 대한 외란으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 

적용되는 보조전원장치의 경우 실제 차량의 설계 상 부하 급변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력 전압의 변동 같은 경우

에 차량의 운행 상태와 변전소의 용량 등 시설물 조건이나 혹한

기 눈이나 결빙 같은 외부의 자연환경 등에 따라 크게 변동하게 

된다.

실제 차량으로 공급되는 전차선 입력 전압을 레코더를 통해 

측정하여 그 변동 폭을 확인하였다. 그림 3을 통해 입력 전압이 

크게는 1900V까지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동하

는 시간이 매우 짧아 제어기의 대역폭 설계 시 빠른 응답 특성

을 갖게 해야 한다.

1500V

2000V

그림 3 실제 전차선 입력 전압 측정 파형

Fig. 3 Waveform of Catenary Input Voltage

하지만 제어기의 제어 대역폭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속응성은 

빨라지나, 외부의 노이즈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히 

정해야 한다.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상승시키는 

L(인덕터)과 전압의 리플을 평활화 하는 C(커패시터)를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LC에 의한 공진이 유발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전

압 제어기의 대역폭을 결정해야 한다.

2.2.2 부스트 컨버터 하드웨어

급변하는 입력 외란을 억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적

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스트 컨버터 장

치에 대한 하드웨어와 제어기 설계 과정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서

술하였다. 그림 4는 보조전원장치 부스트 컨버터 회로도이다. 장

치의 입력 전압 범위는 DC 900V ～ 1900V 설계되었다. 부스트 

컨버터는 일반적인 전차선 전압 값인 DC 1500V를 입력받아 

1800V로 출력하기 위해 듀티비를 제어한다. 2개의 IGBT 모듈과 

필터 리액터(DCFL), 필터 커패시터(FC)로 구성되어 있다. 

DCFLL

1FCC

2FCC

boosti

upS

downS

oI

boostcev _

inV

LK

CHR CHK
1R

2R

outV

그림 4 부스트 컨버터 회로도

Fig. 4 Circuit of Boost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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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스트 컨버터 플랜트 보드 선도

Fig. 7 Bode plot of boost converter plant

2.2.3 부스트 컨버터 제어기 설계

그림 5는 부스트 컨버터의 제어기 전체 블록도이다. 제어기는 

전압 제어기와 스위치 발생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 목적은 

출력 전압을 DC 1800V로 만드는데 있다. DC 링크 전압은 입력 

측에 설치된 분배 커패시터의 전압 불평형을 보상하기 위해 약간

의 출력 전압 범위 내에서 PWM의 비율을 조절하게 된다. 

refoutV _ COMMAND

downS

outV

upS

+
-

regulator
Voltage

Generator
Switch

Converter
Boost

그림 5 부스트 컨버터 제어기 전체 블록도

Fig. 5 Total Block diagram of boost converter controller

그림 6은 전압 제어기 시스템 블록도이다. 일반적인 PI 제어 

형태이며, 커패시터 전압을 제어하므로 플랜트는   형태를 

갖는다.

refoutV _ outV

+
-

s
KK iv

pv +
FCsC

1

)1800( V

그림 6 부스트 컨버터 제어기 시스템 블록도

Fig. 6 Block diagram of boost converter controller

전압 제어기의 게인 값은 식 (1)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


sec (1)

비례이득:   × , 적분이득:   


 

위의 식에 각 파라미터를 대입하면,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2)

수식을 통해 계산하면 는 0.117, 는 1.47 그리고 는 

8.48로 정리된다.

그림 7은 부스트 컨버터의 플랜트 모델의 보드 선도이다. 이를 

통해 공진 주파수가 67[Hz]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압 제어기는 

공진 현상을 피하기 위해 67[Hz]보다 낮은 제어 대역폭을 결정

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스템의 제어 대역폭은 전압 제어기의 

10[Hz]로 결정하였다.

그림 8은 이러한 공진 현상을 감안하지 않고 제어 대역폭을 

결정했을 때 발생하는 LC 공진에 의한 전압, 전류 상태를 측정한 

파형을 나타낸다. 이때 제어 대역폭은 공진 주파수에 가까운 

66.6[Hz]로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8 부스트 컨버터 LC 공진 전압, 전류 측정 파형

Fig. 8 Waveform of boost converter LC resonant Voltage / 

Current

본 논문에 적용된 보조전원장치는 전동차 부하 변동이 크지 

않으며, 필터 크기 증대로 인한 차량 중량 증가 문제를 고려하여 

제어 대역폭이 설계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

으로 운용이 가능하나, 전차선 전압이 짧은 시간에 급변하는 상

황에서는 입력 외란에 의해 부품 및 장치 소손을 초래한다. 특히 

차량기지의 경우 지하가 아닌 지상 구간인 관계로 겨울철 전차선 

결빙으로 인한 아크 발생 등 입력 급변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만약 제어 대역폭을 입력 필터 리액터(FL)와 필터 커패시터(FC)

의 LC 공진 주파수보다 빠르게 가져갈 경우, LC공진이 이루어져 

부스트 컨버터 전압, 전류 파형에 공진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하드웨어 추가나 변경 없이 LC공진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서도 입력이 300V 이상 급변될 때에도 안정적인 출력을 위한 외

란 억제 알고리즘 기법을 부스트 컨버터 제어기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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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외란 억제 알고리즘 동작 순서도

Fig. 10 Flowchart of disturbance suppression algorithm

2.2.4 외란 억제 알고리즘 설계

기본적인 부스트 컨버터의 경우 전압전달비를 구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난다.

 





 (3)

출력전압에 대해 다시 식을 구하면,



∙  (4)

듀티비()에 관하여 구하면 식 (5)와 같이 구해진다.



  
 (5)

따라서 듀티비()는 식 (5)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입력 전압

( )에 비례하여 원하는 출력 전압( )을 추종하게 된다. 통상적

으로 입력 전압이 낮아지면 그 변동 폭 만큼 보상하기 위해 듀티

비가 증가하게 되며, 입력 전압이 다시 복귀하면 듀티비가 그에 

대응하여 감소하며 출력 값을 제어하게 된다. 하지만 입력 전압

( )이 순간적으로 크게 변동될 경우 그에 따른 듀티비()가 빠

르게 변하지 않으면 출력 전압( )에서 큰 폭의 전압 변동이 발

생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 사용된 장치의 부스트컨버터 제어 대역

폭이 매우 낮아 입력 급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

션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SW=ON (Duty Ratio    0.05)

Vin Vout

DCFLL

FCC

PI

PI

SW

Vin

Vin

Vin

Vin_LOW

SW=ON

SW=OFF

Vin_HIGH

DLL

VVin 300>Δ

Vin_LOW (1800V<Vin)

Vin_HIGH (1800V<Vin<1900V)

DC-link

그림 9 외란 억제 알고리즘을 적용한 제어 블록도

Fig. 9 Block diagram applied to the disturbance suppression 

algorithm

그래서 현장 여건에 대응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어 알고리즘을 부스트 컨버터에 적용하였다. 그

림 9는 외란 억제 알고리즘을 적용한 부스트 컨버터의 제어 블록

도이다. DC Link 센싱 값을 통해 DLL 안에서 시퀀스를 설정하였

으며, 임의로 주어진 기준 범위(900～1900V)안에서 출력 값이 일

정하도록 제어하게 된다. 설정된 출력 값인 1800V로 추종하기 위

해 DC Link 값이 1800V 이하일 경우에는 승압형으로 동작하며, 

그 이상일 경우 1900V까지는 그대로 출력 단으로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입력 변동 값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경우 일정 조건

[∆  (전차선 입력 전압 변동 폭) ]에 의해 전압 PI제어

기를 통해 출력되거나 또는 듀티비를 정해진 값으로 제한하여 제

어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0은 제안된 외란 억제 알고리즘의 제어 순서도이다. 먼

저 전동차가 활성화 되면 보조전원장치(APU)에 신호가 인가되어 

기동 준비를 하게 된다. 팬터그래프를 통해 전차선 전압 DC 

1500V가 인가되면 컨버터 커패시터에 초기 충전을 시작하게 된

다. 초기 충전 값이 1400V가 되는 것을 검지하게 되면 컨버터가 

동작, 인버터를 통해 AC 380V를 부하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입

력 전압 값을 측정하여 0.1초마다 감시하다 입력 변동이 300V 

이하로 발생할 때에는 일반적인 PI제어를 통해 출력하게 된다. 

하지만 그 변동 폭이 300V 이상 발생하게 되면 외란 억제를 

위한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전차선 전압 상

태인 DC 1500V에서 시험에 사용된 변동 값인 500V 변동되어 

입력이 DC 1000V가 되면 듀티비가 0.16에서 0.44로 증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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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보조전원장치 각 장치별 구성도

Fig. 11 Configuration of Auxiliary Power Unit

그림 12 외란 억제 알고리즘 적용 전 각 부 시뮬레이션

Fig. 12 Simulation of output not using disturbance 

suppression algorithm

그림 13 외란 억제 알고리즘 적용 후 각 부 시뮬레이션

Fig. 13 Simulation of output using disturbance suppression 

algorithm

다. 하지만 바로 전차선 전압은 DC 1500V로 복구되는데 비해 증

가했던 듀티비는 낮은 제어 대역폭으로 인하여 빠르게 감소하지 

못하게 된다. 

즉 제어된 듀티비를 통해 승압된 전압과 복구된 전차선 입력 

전압이 더해져 발생한 순간적인 외란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외란 억제 모드로 동작할 때의 

듀티비를 위, 아래 5%식 제한을 두어 제어함으로써 도시철도 외

부 운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외란 억제 알고리즘

을 설계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3.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3.1 외란 억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동작 및 성능을 예측하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 제안된 회로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및 예측하

였다. 시뮬레이션은 PSIM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

파라미터 값

입력 전압 (Vdc) 1500

출력 전압 (Vac) 380

컨버터 스위칭 주파수 4000

인버터 스위칭 주파수 4000

변압기 권선비 8:6 

DC 필터 리액터(DCFL) 3

필터 커패시터(FC1, FC2) 1875

공진 커패시터(RC1, RC2) 12

AC 리액터 0.3×3

AC 커패시터 40×3

그림 11은 본 논문에 사용된 보조전원장치의 박스 구조와 각 

유닛별 사진이다. 인버터부, 정류기, 고주파용 트랜스포머, 부스트

/공진형 컨버터부, 컨트롤러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는 외란 억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부스트 컨버터

와 공진형 컨버터, 필터리액터 전류에 대한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전차선 전압을 0.1초 사이에 1500V에서 1000V, 다시 1500V로 

500V 급변시켰다.

입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부스트 컨버터는 1800V로 출력을 위

해 추종을 하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전차선 전압이 복구되면

서 IGBT 소자를 소손시킬 수 있는 2100V 이상의 오버슈트가 발

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필터 리액터 전류도 400A이

상 상승하였다.

그림 13은 외란 억제 알고리즘 적용 후 파형이다. 적용 전 파

형과 비교해보면 부스트 컨버터의 경우 2100V까지 발생한 오버

슈트 전압이 알고리즘 적용으로 1,900V이내로 감소하였으며, 필

터 리액터 전류의 상승치도 300A 이내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 있듯이 입력 급변이 발생해도 기준전

압과 기준전류에 잘 추종하였다.

그림 14와 15는 각각의 입력 전압의 상승, 하강상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입력 변동에 대한 추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력 전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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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입력 전압 1500V→1000V 시 각 부 시뮬레이션

Fig. 14 Simulation for input variation(1500V→1000V)

그림 15 입력 전압 1000V→1500V 시 각 부 시뮬레이션

Fig. 15 Simulation for input variation(1000V→1500V)

그림 16 외란 억제 알고리즘 적용 전 출력 파형

Fig. 16 waveform of output not using disturbance suppression

algorithm

그림 17 외란 억제 알고리즘 적용 후 출력 전압 파형

Fig. 17 waveform of output using disturbance suppression 

algorithm

그림 18 입력 전압(1500V→1000V) 변동 시 출력 파형

Fig. 18 Waveform for input variation(1500V→1000V)

그림 19 입력 전압(1000V→1500V) 변동 시 출력 파형

Fig. 19 Waveform for input variation(1000V→1500V)

각 일반적인 전차선 전압인 DC 1500V에서 500V씩 전압을 상승 

및 강하 하였을 때 보조전원장치 부스트/공진형 컨버터와 필터 

리액터 전류의 오버슈트 발생을 확인하였다. 입력 급변 시험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전압과 전류가 안정적으로 잘 추종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3.2 실험 결과

실제 보조전원장치 시제품에 외란 억제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입력 급변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입력 급변 시험의 변동 

폭은 500V 급변하여 실시하였다. 입력 전압은 DC 1500V에서 

1000V 다시 1500V로 급변시켜 부스트 컨버터와 인버터에서 출

력되는 값을 측정하였다.

그림 16은 외란 억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실험 파형이다. 

전차선 전압이 급변 되자마자 입력 전류는 추종을 위해 약 40A 

상승하지만 50A이상의 오버슈트가 발생되고 그 영향으로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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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 출력 전압도 80V 이상 오버슈트가 발생되는 영향이 미치

게 된다.

그림 17은 외란 억제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측정한 실험 파형

이다. 입력 전압이 급변하였으나 입력 전류와 부스트 컨버터 출

력 전압에서 발생했던 외란이 사라지고 제어기의 기준 값을 잘 

추종해감을 확인하였다.

그림 18과 19는 외란 억제 알고리즘 적용 상태에서 입력 전압

을 각각 500V씩 상승, 강하시켜 부스트 컨버터 전압과 입력 전

류, 인버터 전압이 안정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 파형

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의 추진 전력 이외에 전자제어장치, 냉

난방장치, 객실조명, 배터리 충전 등을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보

조전원장치(APU: Auxiliary Power Supply Unit)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차선 입력 전압의 급격한 변동으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치와 부품의 소손 등을 방지하고 

부하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외란 억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보조전원장치는 직류 1500V를 전차선으로부터 직접 

입력받아 상용전원을 출력하는 장치로 외부조건이나 환경이 영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겨울철 전차선 결빙으로 인한 입력 급변 

발생으로 인한 오버슈트 발생으로 시스템다운, 기기 수명 단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오버슈트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

원을 공급하기 위해 입력 단 부스트 컨버터에 외란 억제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입력 전압이 급

변할 시 부스트 컨버터 입력 값을 감시하다가 300V이상 전압 

변동이 발생하면 그 입력 값을 통해 듀티비를 예측하여 지령 값

을 빠르게 추종하는 동시에 추종된 듀티비의 위․아래를 일정하

게 제한하여 출력 전압 변동을 미세하게 제한함으로써 외란에 

강인하게 동작하도록 컨버터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실제 시제품

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500V 급변시험을 통해 오버슈트가 현

저히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필터 크기 증가나 추가 없이 안정

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실험을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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