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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 전 분야의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노력은 철도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철도차량 기술개발

은 전장품의 고효율화 및 경량화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철도차량에 탑재되는 전력변환장치의 경우 크게 기동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추진인버터장치와 냉난방기, 제동장치, 축전기, 제어장치 등 기타 전기장치 전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보조

전원장치로 구분된다. 위 두 전력변환장치 중 추진인버터장치는 모터 구동을 위한 인버터로만 구성되어 있어 구성이 단순하고

회로 특성 보다는 제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보조전원장치는 전기적 절연특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하의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uxiliary power supply systems (APS) for railroad applications and proposes a new

power conversion structure for highly-efficient and lightweight APS systems. The proposed structure focuses on an

improvement of the power density in APS. It eliminates unnecessary power conversion stages in the conventional APS

structure by modulating the dc/dc converter circuit and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he dc/dc converter circuit used in

the proposed structure is based on a multi-level half-bridge converter, a widely used topology in railroad APS applica-

tions; a flying capacitor is newly added to the conventional circuit. The added capacitor is used not only to enhance the

soft switching condition of the switches, but also so that the new pantograph will have a side voltage source of a battery

charger in the APS structure. Since the battery charger uses the pantograph side voltage source in the proposed structure,

rather than using the output of the main dc/dc converter in the conventional structure, the size and efficiency of the main

dc/dc converter are reduced and increased, respectivel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tructure, simulation

results will be presented with metropolitan transit APS specifications.

Keywords : Auxiliary power system(APS), Railroad, Multi-level converter, Flying capacitor

초 록 본 논문은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보조전원장치(APS)의 고효율화 및 경량화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철도차

량용 보조전원장치의 회로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회로 구조는 기존의 보조전원장치 전력변환 흐름에서 중복 수

행되고 있는 전력변환 단계를 단순화 하여, 스위치 소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동소자의 크기를 줄여 전력밀도를 높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회로 구조는 기존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에 널리 이용되는 멀

티레벨 컨버터를 기본 회로로 하고 있으며, 기존 회로의 1차 측 구조에 커패시터 소자를 추가하여 전력변환 스위치의

소프트스위칭 조건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추가되는 커패시터를 별도의 저전압 전원소스로 활용하고

자 한다. 판토그래프 단에 위치하는 새로운 전원소스를 활용하여 철도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 충전용 컨버터의 에너

지를 직접 공급받음으로써, 기존 주 전력변환 컨버터 용량 및 사이즈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력변환 단계의 축소로 에너지 변환 효율도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차량에서 사용되는

보조전원장치의 스펙을 적용하여 제안하는 회로를 디자인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보조전원장치, 철도차량, 멀티레벨 컨버터, 플라잉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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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사양에 적합한 출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갖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최근 철도차량 전원장치의 연구는 보조전원장치 부분의 크기를 줄이면서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

구로 집중되고 있다. 보조전원장치 경량화 및 고효율화를 위한 연구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방향은 기존에 큰 부피

를 차지하던 60Hz 트랜스포머의 사이즈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로, 고주파 구동이 가능한 절연 타입의 DC/DC 컨버터 적용을 통

해 트랜스포머의 부피를 줄이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Fig. 2>는 보조전원장치의 트랜스포머 경량화를 위한 구조 변화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적용되었던 ‘Low frequency transformer type’<Fig. 2(a)>의 경우 판토그래프와 3상 부하의 절연을 위하여 60Hz 주

변압기, ‘60Hz Main Power Transformer’,가 사용되고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에너지는 주 변압기의 출력을 받은 배터리 충전용

변압기, ‘60Hz Batt. Power Transformer’,가 전압의 크기를 배터리 전압에 맞게 변화시켜 공급해 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이 2개의 60Hz 변압기를 적용한 형태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가

큰 저주파 변압기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 부피나 무게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Hybrid type’<Fig. 2(b)>의 경우 기존 구조의 60Hz 주 변압기의 사이즈 절감을 위해 고주파 구동이 가능한

절연형 DC/DC 컨버터, ‘Isolated-type DC/DC converter’,를 사용하고 있다.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를 수 kHz 대역으로 높여

동작시킴으로써 주 변압기의 사이즈 절감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배터리 충전용 변압기로 사용되는 60Hz 저주

파 변압기로 인해 사이즈 절감에 제약이 있다[1].

최근에는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를 위해 2개의 저주파 트랜스포머를 고주파 구동방식의 DC/DC 컨버터로 모두 대체하는

‘DC/DC converter type’<Fig. 2(c)>이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Hybrid type’에서 배터리 충전용 변압기를 대신하여 절연형 컨버

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컨버터의 구조 단순화를 위해 인버터에서 공급되는 3상 AC 전원을 대신하여 인버터 입력으로

사용되는 DC link 전압을 컨버터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 방식의 경우 변압기의 사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경량화에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컨버터에 반도체 소자가 다수 사용되어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반도체 소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 및 효율 향상을 위해 ‘DC/DC 컨버터 타입’구조<Fig. 2(C)>를 기본 모델로, 고주파 구

동을 위해 적합한 DC/DC 컨버터 토폴로지에 대해 연구해보고 보조전원장치 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구조 및 회로를 제안하

고자 한다.

Fig. 1. Structure of railroad electric system.

Fig. 2. Structural trend for lightweight AP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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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전력변환용 컨버터 회로 선정 및 특징

DC/DC 컨버터를 적용한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구조<Fig. 2(C)> 중 인버터 전력변환, inverter power conversion, 회로에

사용되는 토폴로지는 고효율/고주파 동작을 위해 소프트 스위칭 타입의 회로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회로들

로는 1차 측에 인덕터와 커패시터로 이루어지는 공진 탱크를 구성하여 정현파 형태의 전류를 만들어 주는 ‘LLC 컨버터 토폴

로지[1,3-5]’와 멀티레벨 컨버터의 2차 측에 커패시터로 구성된 소프트 스위칭 셀을 추가하는 ‘소프트 스위칭 방식의 멀티레벨

컨버터 토폴로지[6]-[8]’가 있다. 이 중 LLC 컨버터 방식은 모든 스위치의 영전압-영전류 스위칭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

고 있지만, 부하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공진주기에 맞춘 스위칭 제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넓은 부하 범위의 공진동작을

위해 인덕터와 커패시터로 구성되는 공진탱크의 크기가 커지는 설계관점에서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어

방법이 단순한 부스트-컨버터를 LLC 컨버터와 함께 직렬로 구성하여 LLC 컨버터의 제어범위를 최소화하는 설계 방법이[1] 있

으나, 이와 같이 2-stage 방식으로 구성 할 경우 사용되는 소자 수가 증가하여 전력밀도 향상이 제한적이다. 또한, 부스트 컨버

터에는 추가적인 인덕터가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하드스위칭 특성으로 인해 고주파 구동 시에 손실이 크게 증가한다는 한계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높은 DC입력전압 조건에서 부하변동이 큰 스펙이나 단순한 제어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소프트 스위칭 셀

을 적용한 멀티레벨 컨버터가 주목받고 있다. 2차 측에 소프트스위칭 셀을 적용한 방법의 경우, 추가된 커패시터 Caux의<Fig.

3(a)> 에너지를 이용하여 컨버터의 영전류 스위칭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전 부하영역에 걸친 소프트 스위

칭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Ca의 사이즈가 커져야 하고 추가되는 다이오드의 도통손실로 인해 손실감소 및 전력밀도 향

상에는 제약이 있다<Fig. 3(a)>[6]. 멀티레벨 컨버터의 1차 측에 플라잉커패시터를 적용하는 방법의 경우<Fig. 3(b)> 추가되는

커패시터를 활용해 1차 측 스위치의 소프트 스위칭 조건을 만들어 준다. 입력전압의 변동 범위가 큰 경우 환류전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도통손실을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추가되는 소자가 1차 측 커패시터, 플라잉커패시터, 1개로 시스템의 복잡도를

크게 높이지 않고 제어 방법도 단순하여 보조전원장치용 DC/DC 컨버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6].

배터리 충전 전원 및 제어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용 전력변환 컨버터, battery power converter,의 경우 제어전원과 인버터 출

력 전원과의 전기적 분리를 위해 절연 특성이 필요하며, 주 전력변환 컨버터의 출력으로 공급되는 700V 크기의 DC link 전압

을 100V로 낮추어 줄 수 있는 step-down 형태의 컨버터 사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조전원장치 고효율/경량화

를 위한 구조의 경우, 배터리용 전력변환 컨버터로 사용되는 회로의 특성에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

용 전력변환 컨버터의 선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블록으로 표현하겠다.

2.2 새로운 보조전원장치용 DC/DC 컨버터 구조

2.3.1 기존 전력변환장치 구조 및 특징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를 위해 저주파 트랜스포머를 DC/DC 컨버터로 대체하는 기존 구조의 경우<Fig. 2(C)>, 주 전력변환

컨버터의 출력을 배터리용 전력변환 컨버터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배터리용 전력

변환 컨버터의 입력 단이 가지는 전압 부담을 줄여 1차 측 스위치를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배

터리 충전을 위한 에너지가 두 번의 전력변환 단계, 보조전원장치의 주 전력변환 컨버터(Main power converter) 와 배터리용 전

력변환 컨버터(Battery Power converter)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전력변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Fig. 4(a)>. 이는 주 전력변환 컨

Fig. 3. Multi-level converters with soft-switching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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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에 사용되는 수동소자의 사이즈 증가 및 전력반도체 소자의 용량 증가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안하는 전력변환장치 시스템 구조 및 회로구성은 배터리 충전용 에너지를 주 전력변환 컨버터

의 출력에서 공급받지 않고 판토그래프 단에서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전체 시스템의 효율 향

상을 얻고자 한다. 

2.3.2 제안하는 전력변환장치 회로구조 및 특징

전력변환 구조를 단순화 하면서도 배터리용 전력변환 컨버터의 입력전압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 전력변환 컨

버터에 적용되는 멀티레벨 컨버터 회로의<Fig. 3(b)> 플라잉커패시터(Ca)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5>은 플

라잉커패시터 전압을 배터리용 전력변환 컨버터의 입력전원으로 사용하는 회로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회로 구동을 위한 제

어신호와 동작파형은 <Fig. 6>에 나타나 있다[14]. 멀티레벨 컨버터의 구동을 위한 스위치 제어신호는 ‘M1과 M2’,‘M3과 M4’가

각각 동일한 위상차, D를 두고 동작하는 위상천이 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컨버터가 동일한 듀티 비(D)를 이용해 반주기

기준, 대칭동작 특성을 갖기 때문에 CS1과 CS2에 인가되는 전압은 Vs/2로 동일하게 분배되고 CS1과 CS2의 전압에 의해 결정되

는 Ca 전압도 Vs/2로 결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플라잉커패시터의 전압이 입력전압의 절반 크기로 줄어드는 특징을 갖기 때문

에 플라잉커패시터 전압을 입력 전원으로 하는 배터리용 전력변환 컨버터를 구성할 경우, 이 컨버터는 판토그래프 전압을 입력

전원으로 구성하였을 때 발생하는 전압 스트레스를 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에너지가 주 전력변

환 컨버터를 거치지 않고 판토그래프에서 직접 공급될 수 있게 되어, 주 전력변환 컨버터의 전력변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이

로 인해 반도체 소자의 전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시스템의 효율향상 및 안전성 향상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 시스

템에서 요구되었던 판토그래프와 배터리 사이 절연특성의 경우, 제안하는 시스템의 배터리용 전력변환 컨버터에서 트랜스포머

를 사용하는 절연형 타입의 컨버터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기존과 동일한 전기적 절연 특성 및 안정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제안

하는 회로 구조<Fig. 5>에서 CS1과 CS2의 전압 역시 컨버터의 반주기 대칭 동작특성에 의해 Vs/2로, 플라잉커패시터 전압과 동

Fig. 4. Power converting structures of the conventional and the proposed converters.

Fig. 5. Structure of the propos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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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결정지어진다. 하지만 CS1나 CS2의 전압을 이용하여 배터리 충전용 컨버터 입력을 구성하였을 경우 커피시터 어느 하나

의 전류량 증가에 따른 설계상의 물리적 비대칭 문제 및 발열 문제 등으로 인해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4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구조 및 적용회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아래와 같은 도시철도용 보조전원장치 스펙을 이용하

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툴로는 PSIM을 활용하였고,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회로는 주 전력변환 토폴로지로 ‘플라잉

커패시터를 활용한 멀티레벨-컨버터 회로<Fig. 5.>’, 배터리 충전용 전력변환 토폴로지로 절연특성을 가지는 ‘위상천이 풀브리

지 컨버터 회로’를 사용하여 동작을 검증하였다[9-13]. 판토그래프에서 배터리 충전용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제안 시스템의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 저주파 변압기를 모두 DC/DC컨버터로 대체하는 <Fig. 2(c)>의 구조를 기존 시스템 구조로 선정하여 비

교하였다. 기존 시스템의 토폴로지 선정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토폴로지 선정과 동일하게 하여 회로적 특성을 배제하고 제안하

는 구조가 가지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스펙]

팬토그래프 전압: 1500Vdc

3상 인버터 출력(VO): 670V/200A (약 130KVA) 

배터리/DC 제어기 출력(VBATT): 100V/200A (약 20kW) 

스위칭 주파수: 100kHz

<Fig. 7>은 기존 시스템 구조를 적용한 경우와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를 적용한 경우의 동작 시뮬레이션 파형을 보여주고 있

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된 각 소자들에의 흐르는 전류 크기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Fig. 7(b)>의 시뮬레이션 파형

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멀티레벨 컨버터의 대칭 동작 특성으로 인해 정상 동작 시, 플라잉커패시터의 전압(VCss)

이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전압원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하는 시스

템 구조에서 배터리 충전용 에너지가 판토그래프 단에서 직접 공급됨으로써 주 전력변환 컨버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의 전

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배터리 충전용 에너지를 플라잉커패시

Fig. 6. Key waveforms of the propos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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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통해 공급받는 제안된 컨버터 특성으로 인해 플라잉커패시터의 충전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1차 측 다이오드,

Da1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1차 측 다이오드 전류의 증가량이 기타 반도체 소자들의 전류

감소량 합과는 큰 차이가 있어 전반적인 시스템의 효율 및 안정성 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또한 1차 측 변압기

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게 됨으로 인해 주 전력변환 컨버터의 변압기가 감당하는 전력량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

고, 이는 변압기 사이즈 감소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 및 효율향상을 위한 새로운 컨버터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전력변환

구조는 기존 보조전원장치에서 두 번의 전기적 절연과 전력변환 단계를 거치던 배터리 충전용 에너지의 전력변환 단계를 한 번

으로 단축시켜, 시스템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주 변압기가 감당하는 전력량을 줄여 수동소자의 사이즈를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스펙으로 구성 시에 주 전력변환 회로

Fig. 7. Simulation waveforms.

Table 1. Comparisons of current (RMS) of the conventional converter and the proposed converter.

The conventional converter The proposed converter Remarks

Primary transformer (Ipri) 268 A 250 A (-18A) 7% reduction

Primary switch (M1) 187 A 162 A (-25A) 13% reduction

Primary switch (M2) 202 A 177 A (-25A) 12% reduction

Primary diode (Da1) 72.8 A 104 A (+31.2A) 30% increase

Recifier diode (D1) 159 A 139 A (-20A) 13%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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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실효값은 약 13%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 변환기가 담당하는 전력량 역시 150kW

에서 배터리 충전용 전력을 제외한 130kW로 약 13%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인되었다. 또한 제안하는 구조 적용 시 감소하는

소자의 전류 부담은 도통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열을 줄여 시스템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류 스트레스의 감소로 반

도체 소자 선정 시 가격이나 사이즈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의 적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경량화, 고효율화와 같은 장점들은 기존의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뿐만 아니라, 멀티레벨 구조를 적용해야하는 높은

입력전원 환경에서 다양한 절연형태의 부하를 요구하는 기타 산업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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