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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Level H-Bridge 컨버터를 이용한 철도차량용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 및 제어

Structure and Control of Smart Transformer with Single-Phase Three-Level 

H-Bridge Cascade Converter for Railway Tr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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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인 전기 철도 차량은 전차선에 걸리는 60Hz, 25kVrms의 AC 전압을 차량에 필요한 1500VDC 또는 3000VDC로 변환하

기 위해 수 MVA 급의 주 변압기 및 AC/DC Boost Converter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철도 차량의 주 변압기는 운전 주파

수가 60Hz로 낮아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인덕턴스의 값이 커 변압기 권선을 많이 감거나 철심 코어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

문에, 전력 밀도가 0.2~0.6MVA/ton 정도로 낮다[1]. 여기에 AC/DC 컨버터의 무게까지 더하면 AC 입력 전력을 DC로 변환하

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전력 밀도는 약 0.2~0.4MVA/ton 정도이다. 따라서 도시철도 차량처럼 4MVA 급 차량의 경우 주 변압기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structure of a smart transform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60Hz main

power transformer for rolling stock. The proposed smart transformer is a kind of solid state transformer that consists of

semiconductor switching devices and high frequency transformers. This smart transformer would have smaller size than

the conventional 60Hz main transformer for rolling stock, making it possible to operate AC electrified track efficiently

by power factor control. The proposed structure employs a cascade H-Bridge converter to interface with the high volt-

age AC single phase grid as the rectifier part. Each H-Bridge converter in the rectifier part is connected by a Dual-

Active-Bridge (DAB) converter to generate an isolated low voltage DC output source of the system. Because the AC

voltage in the train system is a kind of medium voltage, the number of the modules would be several tens. To control

the entire smart transformer, the inner DC voltage of the modules, the AC input current, and the output DC voltage must

be controlled instantaneously. In this paper, a control algorithm to operate the proposed structure is suggested and con-

firm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

Keywords : Solid state transformer, Cascade H-Bridge converter, Three-level single phase converter, Multi-level converter,

Voltage balancing control

초 록 본 논문은 철도차량의 추진용 유입식 변압기 및 AC/DC 컨버터를 대체하기 위한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를 제

안한다. 제안된 지능형 변압기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 및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한 양방향 전력 변환 컨버터의 형태로

써, 기존 변압기에 비해 경량화 되고, 역률 제어 등의 능동적인 제어 성능으로 인해 단상 계통 전원의 효율적인 활용

을 가능하게 한다. 제안하는 지능형 변압기는 60Hz 교류 고전압을 직류 고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정류단으로

Neutral point clamped type 의 H-bridge 컨버터를 여러 개 직렬 연결해 구성했다. 직류로 변환된 입력단 전력은 고주

파 변압기와 Neutral point clamped type H-bridge 컨버터 2개로 구성된 Dual-Active-Bridge 컨버터를 이용해 출력측

에 필요한 저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컨버터 모듈 내부 직류단 전압을 균형제어하

며, 단상 교류 전원에서 직류 출력 전원간의 양방향 전력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지

능형 변압기의 구조 및 제어 시스템은 75kVA 급 3.3kVrms 입력, 750VDC 출력의 지능형 변압기를 설계 및 회로 시

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검증했다.

주요어 : 반도체 변압기, 직렬연결 풀브릿지 컨버터, 3레벨 단상 컨버터, 멀티레벨 컨버터, 전압 균형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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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컨버터가 차지하는 총 중량은 약 10~20ton 정도이며, 고속철도 차량처럼 8MVA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경우 주 변압기와 컨

버터가 차지하는 중량은 20~40ton 정도이다. 철도 차량의 중량이 량당 약 40~50ton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 변압기와 컨버

터는 철도 차량의 하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며 차량의 경량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들이다. 게다가, 주

변압기와 컨버터를 포함한 시스템의 효율은 약 93~95% 정도로 MVA급의 대 전력 시스템의 경우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전력용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전압 고전류의 대용량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활발히 출

시되고 있다. 대용량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상용화는 지금까지 불가한 것으로 여겨졌던 배전급 전압

시스템에 전력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컨버터를 적용한 시스템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고압 반도체

스위치를 이용해 60Hz 입력 전력을 수 kHz 이상의 AC 전력으로 변환 후 출력 측에 필요한 저 전압 DC 전력을 공급하는 반

도체 변압기 혹은 지능형 변압기 기술을 이용하면, 전력변환에 필요한 변압기 및 인덕터의 크기가 매우 줄어 경량화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이러한 지능형 변압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특히, 수십kV의 높은 배전 전압과 연계되는 시스

템에서는 정류기에 사용되는 스위칭소자 부품개수가 매우 많아지는데, 이는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 본 논문

에서는 컨버터 모듈 부품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멀티레벨 컨버터로 모듈화된 부품으로 설계하였다. 가장 대중적인 멀티레벨

컨버터인 Neutral point clamped type H-bridge 컨버터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많은 레벨의 컨버터를 구현할 수 있으니, 레벨

숫자가 증가할수록, 구현 가능한 PWM 조합이 증가하고, 각 레벨의 캐패시터 전압을 균형 제어해야 한다는 부담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3-Level 컨버터의 형태가 구현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3 Level Full-Bridge 형태의 정류단 컨버

터 모듈을 적용하였다. 멀티레벨 컨버터를 모듈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안된 구조에서는 교류/직류간의 지능형 변압기의 기본

기능인 교류단 전류 제어와 직류단 출력 전압 제어뿐만 아니라, 지능형 변압기 내부의 캐패시터 전압의 균형 제어가 매우 중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레벨 컨버터를 모듈로 갖는 단상 교류/직류 연계용 지능형 컨버터에서 내부 캐패시터 전압의 균형 제

어기를 포함한 전체 제어 구조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철도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단상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를 제안하며, 제안한 지능형 변압기의 주된 기능인 양방향

전력 전달 제어와 내부 모듈의 캐패시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균형 제어기 등의 전체적인 제어기의 구조 및 설계 방

법을 제시한다. 제안한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 및 제어 시스템은 75kVA급 3.3kVrms 단상 입력, 750VDC 출력의 축소 시스템으

로 설계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Mathwork사의 Matlab과 Plexim사의 PLECS를 기반으로 하는 회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single phase smart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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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차량용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

2.1 철도차량용 지능형 변압기

2.1.1 철도차량용 지능형 변압기 구조

Fig. 1에 철도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냈다. 단상 입력 전원을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정류

단과 정류된 직류 전압을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저전압 직류 전압으로 변경하는 DC/DC 변환부로 구성된다. 입력 측 정류 단은

25kVrms의 고압으로 인해 다수의 H-bridge 컨버터를 직렬 연결한 Cascaded H-bridge로 구성된다. DC/DC 변환 부는 양방향 전

력 전달 및 Zero-voltage-switching이 가능한 Dual-active-bridge (DAB)를 이용해 구성되며, 모든 출력을 병렬 연결해 필요한 전

력 용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2.1.2 지능형 변압기의 컨버터 모듈 

직병렬 연결되는 컨버터 모듈의 개수는 입력 단 전압의 크기와 컨버터 모듈 내부의 직류단 전압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컨

버터 모듈의 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 사용율 (Modulation Index: MI)을 유지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계통 전류

제어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류 제어를 위한 직류단 전압 여유분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MI는 0.9 이하로 설계한

다. 입력 교류 전압을 25000Vrms라 할 때, MI=0.9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Cascade H-Bridge 컨버터 내부 캐패시터 전압의

합은 39.3kV 이상이어야 한다.

컨버터 모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Cascade H-Bridge 컨버터 내부의 직류단 캐패시터 전압을 가능한 크게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컨버터 직류단 전압은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정격 전압에 의해 제한된다. 대용량 컨버터에 주로 사용되는 1200~1700V

정격 전압의 IGBT를 고려할 때, 직류단 전압을 900~1000V로 결정할 수 있다. 직류단 전압을 900V로 가정할 때, 39.3kV 직류

단 전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44개의 컨버터 모듈이 필요하다. 모듈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류단 전압을 높여야 한다.

직류단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격 전압이 높은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H-Bridge 컨버터를 멀티 레벨 컨버

터로 구현하는 것이다. 정격 전압이 높은 IGBT로는 2000~4400V 수준의 제품이 존재하나, 가격과 수급 면에서 원활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DAB 컨버터의 직류단 전압도 동일하게 높아지게 되는데, 높은 직류단 전압은 DAB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를 제

한하기 때문에 고주파 변압기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멀티 레벨 컨버터의 경우 컨버터 모듈의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H-

Bridge 컨버터의 내부 캐패시터 전압을 균형 제어해야 하는 등의 제어상 고려사항이 증가한다. 레벨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어가

급격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Three-Level 컨버터의 경우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Fig.

2와 같이 Three-Level H-Bridge 컨버터를 사용한 컨버터 모듈을 구현하게 되면 컨버터 모듈의 직류단 전압을 2배로 증가시켜

모듈의 개수를 22개로 줄일 수 있으며, DAB 컨버터의 고주파 변압기에 인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Fig. 2. Three-level Converter module for smart transformer.

2.2 철도차량용 지능형 변압기 축소 시스템의 설계

2.2.1 철도차량용 지능형 변압기 축소 시스템의 구조 

대용량 전력 시스템을 축소된 용량의 축소 모델로 제작하여 시험하는 것은 기능 시험과 설계 방법 및 제어 구조를 사전 검증

함으로써 시스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철도차량의 추진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형 변압

기는 수 MVA 이상의 대용량 시스템으로서, 축소 모델을 통한 제어기 개발 및 검증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3개의

모듈로 구성된 75kVA 축소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여 검증한다. 축소 시스템의 지능형 변압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를 설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어 성능을 검증한다.

Fig. 3은 제안된 지능형 변압기 축소 시스템의 간략한 구조를 나타낸다. 설계하는 지능형 변압기는 3300Vrms의 단상 입력 전

원으로부터 750Vdc의 직류단 출력 전압을 생성한다. 앞서 설계된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에 따라 정류 단은 3개의 Full-Bridge

컨버터를 직렬로 연결하는 Cascade H-Bridge 컨버터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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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Full-Bridge Converter의 직류단을 출력 직류단과 연결하기 위해서 단상 DAB 컨버터를 사용한다. 단상 DAB 컨버터는 단

상 Full-Bridge 컨버터 2개를 단상 고주파 변압기를 통해 연결한 구조이다. 실제 제안된 DAB 컨버터는 양 측 모두 Three-level

Full-Bridge 컨버터의 구조이지만, 축소 시스템에서는 직류단 부하를 750V로 사용하기 때문에 DAB 컨버터의 2차측 컨버터의

구조는 Two-level Full-Bridge 컨버터를 사용한다. 지능형 변압기의 실제 시스템과 축소 시스템의 사양은 Table 1에 비교되어

나타나 있다.

3. 멀티레벨 컨버터로 구현된 지능형 변압기의 제어

3.1 지능형 변압기의 입/출력단 제어

3.1.1 출력 직류단 전압 제어 

축소 시스템은 3개의 컨버터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정류단의 Cascade H-Bridge 컨버터는 두 개의 직류단을 가지고 있는

Three-level 컨버터이므로, 총 6개의 직류단 전압을 제어해야 한다. 정류단의 각 컨버터와 연결된 DAB 컨버터의 2차측 출력 전

Fig. 3. Structure of the small-scaled smart transformer.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smart transformer in the real system and the small-scaled system.

Item Real system Small-scaled system

System

parameter

Rated voltage 25,000Vrms 3,300Vrms

Rated power 1MVA 75kVA

Rated current 40Arms 22.7Arms

Output DC voltage 1.5kVdc 750Vdc

Module

parameter

Module number 22EA 3EA

Rectifier module DC voltage 1.8kV 1.8kV

DAB output DC voltage 1.5kVdc 750Vdc

DAB rated current 30A 33A

Modulation index (MI) 0.9 0.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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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종 출력 전압이 750V로 제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안된 구조는 최종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면서, 정류단의 6개 직류단 전압을 균형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된 지능형 변압기는 여러 개의 컨버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어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각 컨버터 모

듈에 포함된 DAB 컨버터는 순시적으로 양방향 전력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류단 전압을 균형 제어하는데 능동적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 많은 DAB 컨버터에 개별 제어기를 설계하여 연결하는 것은 실제 시스템에서는 제어 복잡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5]. 따라서, 제안된 제어 구조에서는 전체 DAB 컨버터는 순시적인 균형 제어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각

컨버터 모듈의 정류단 직류 캐패시터와 최종 출력단 직류 캐패시터 간의 전력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도록 제한하였다. 따라서,

DAB 컨버터는 출력 직류단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에서 스위칭 신호를 받으며, 전체 DAB 컨버터 모두 동일한 전압 지

령을 받는다. 출력단 전압의 스위칭 리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DAB의 신호간에 Interleaving PWM을 구현할 수도 있지만 기

본적인 Duty Cycle은 동일하다. 

Fig. 4는 DAB 컨버터의 제어 신호의 시점과 그에 따른 1/2차측 전압과 전류 파형을 도시하고 있다. 1/2차측 H-Bridge 컨버

터에서 합성하는 전압의 위상차에 의해 전력이 전달되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3개의 변수가 결정되어야 한다[6]. 1차측

H-Bridge 컨버터의 스위칭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G1, G2과 2차측 H-Bridge 컨버터의 스위칭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위상 지연

시점 D에 의해 DAB 컨버터의 전력 전달이 제어될 수 있다. DAB 컨버터 1/2차측 직류단 전압이 각각 일정하게 제어된다고 가

정할 때, 전력 지령에 대한 복수의 G1, G2, D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 전력에 대해서

DAB 컨버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G1, G2, D를 사전에 Look-up Table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최종 출력단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캐패시터에 충전된 에너지를 기준으로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다[7]. 본 논문

에서는 Fig. 5와 같은 형태로 제안하였다. 최종 직류단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 각 DAB 컨버터의 2차측 직류단 전압의 평균이

Feedback 전압으로 사용된다. 전압 지령과 Feedback 전압의 오차는 PI 제어기를 통해 전류 지령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직류단

전압이 곱해져서 전력 지령으로 변환된다. 부하 지령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전향 보상(Feed-Forward) 전압을 더해서 최종 전

력 지령으로 만든다. 사전에 작성된 Look-up Table로부터 주어진 전력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Gating Signal을 생성한다. 

출력 직류단 전압 제어기의 이득을 결정하기 위해서 캐패시터 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DAB 컨버터의 2차

측 캐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출력단을 형성하므로, 등가 캐패시턴스는 각 모듈 캐패시터의 병렬 연결된 값이다. 출력 직류

단 전압 제어기는 Fig. 5(a)와 같이 전력(Power, P)와 캐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Energy, E)의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다.

Fig. 4. Control signal and voltage/current waveform of DAB converter.

Fig. 5. Model and configuration of output DC voltag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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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출력단 등가 캐패시터가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에너지 지령과 실제 등가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의 차이를 궤환하여 출

력단 캐패시터로 공급해야 할 전력 지령을 결정할 수 있다. 제어기의 출력인 전력 지령을 출력단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Fig. 5(b)

의 구조와 같이 DAB 컨버터는 Gating Signal을 적절하게 생성하게 된다.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지령으로 제어하기 위한

궤한 루프 전달함수는 식 (1)과 같이 정리된다. 위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등가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에 저장된 에너지

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에너지 차이는 캐패시터 전압의 지령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식 (2)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직류단 전압 지령과 실제 직류단 전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다.

(1)

(2)

따라서, Fig. 5(b)의 제어기 구조에서 출력 PI 제어기의 이득을 식 (3)과 같이 정하게 되면, 출력단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를 제어하기 위한 궤환 전달 함수는 식 (1)과 같은 형태의 설계한 대역폭을 갖는 2차 저역 대역 필터의 형태로 결정할 수 있다.

제어 주파수와 Damping ratio에 대한 출력 전압 제어 특성이 Fig. 6에 나타나있다.

(3)

3.1.2 교류단 전류 제어

제안된 구조의 지능형 변압기는 최종 직류단에 연결된 부하에서 전력을 가져가면, 순시적으로 교류단으로부터 직류단 부하만

큼의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정류단에 연결된 고전압 교류 계통에서 전력을 공급받게 되므로 단상 전류 제어기를 구현할 필

요가 있다[8]. 단상 전류제어기는 정지 좌표계에서의 PI 제어기, 정지 좌표계에서의 PR 제어기, 동기 좌표계에서의 PI 제어기

등으로 크게 분류해볼 수 있다[9]. 정지 좌표계에서의 PI 제어기는 구조적으로 가장 간단하지만 기본파 주파수에 대한 정상상

태 오차를 발생시킨다. 정지 좌표계에서의 PR 제어기는 기본파 주파수에 대한 제어 성능이 매우 좋지만, 계통의 주파수가 가변

하였을 때에 전류 지령에 대한 추종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동기 좌표계에서의 PI 제어기는 기본파 주파수에

대한 추종 성능이 좋을 뿐 아니라 주파수 변화에 대해서도 매우 강인한 특성을 보인다[10]. 본 논문에서는 동기 좌표계에서의

PI 제어기를 사용하여 교류단 단상 전류를 제어하였다. 

단상 전류를 동기 좌표계에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3상 전류로 시스템을 모의해야 한다. Fig.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상의 B상과 C상 회로를 가정하여 동기 좌표계의 PI 제어기를 구현할 수 있다. 가상의 3상 전류를 모의하기 위해서 A상 전

류의 지령과 실제 전류의 차이를 B상 전류과 C상 전류에 분담시켜 B, C상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8은 제안

된 단상 전류 제어기의 구조를 나타낸다. 동기 좌표계 3상 전류 제어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3상 출력 전압 지령 중,

A상 전압을 실제 제어 전압으로 사용한다. 계통 전압의 변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측정한 계통 전압을 전향 보상하도록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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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c–=

E* E–
1

2
---CdcVdc

*2 1

2
---CdcVdc

2
– CdcV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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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utput voltage contro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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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은 무효 전류를 50A 인가시 전류 제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무효 전류 인가 전에는 계통 전압과 상 전류의 상이 동

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효 전류가 인가된 후, 상 전류는 전압과 위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3.2 컨버터 모듈의 내부 캐패시터 전압 균형 제어

3.2.1 정류단 직류 전압 균형 제어

정류단의 6개 캐패시터 전압을 일정하게 균형 제어하는 것은 제안된 지능형 변압기의 동작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11,12]. 지

능형 변압기 내부의 캐패시터 전압의 균형 제어는 일반적으로 각 캐패시터에 연결되어 있는 DAB 컨버터의 전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으로 구현하고 있다[13]. 이를 위해서는 각 DAB 컨버터가 독립적으로 제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이 매

우 복잡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직렬 연결된 H-Bridge 컨버터 구조 내부에서 교류 전력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캐패시터 전압 균형 제어를 구현한다. 이러한 접근은 DAB 컨버터의 제어 구조를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3가지의 제어기로 구성된 직류 캐패시터 전압의 균형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제어기는 6개의 캐패시터 전압의 평균을 설계된 전압으로 제어하는 제어기이다. Fig. 10(a)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안

된 구조에서 교류측 전력은 직렬 연결된 Cascade H-Bridge 컨버터 전체에 전력을 제공한다. 각 Cascade H-Bridge 컨버터에 제

공된 전력은 각각의 직류단과 연결된 DAB 컨버터를 통해 최종 직류단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식 (4)와 같이 각 컨버터 모듈에

Fig. 7. Virtual three-phase voltage source converter system.

Fig. 8. Synchronous single phase current controller.

Fig. 9. Virtual three-phase voltage source conver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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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종 직류단으로 전달되는 전력과 교류단에서 제공되는 전력이 순시적으로 같다면, 6개의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제어될 수 있다. 

(4)

최종 직류단에서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을 순시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출력 전력과 교류단 입력 전력의 차

이는 6개의 캐패시터의 평균 전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6개의 캐패시터 평균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전압 제어기의 출

력을 교류단 입력 전력의 지령으로 사용할 수 있다. Fig. 11은 DC Voltage Controller를 대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DC Voltage

Controller의 Feedback은 6개의 캐패시터 전압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DC Voltage Controller는 캐패시터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한 교류단 전력 지령을 결정하며, 결정된 교류단 전력 지령은 교류 전류 지령으로 변환되어 앞서 설명한 Single Phase

Current Controller의 지령으로 사용된다. 

Fig. 12은 제안된 DC Voltage Controller의 제어 성능을 나타낸다. 최종 직류단 부하의 변화에 대해서 DC Voltage Controller

는 캐패시터의 평균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고 있다. 제어기에 사용되는 제어기 이득은 앞서 DAB 제어기의 Output DC

Voltage Controller에서 사용한 식 (3)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Fig. 12에서와 같이 최종 직류단 부하가 100% 계단

형태로 변화한 조건이나, 다시 50%로 감소하는 조건에서 교류단 전류 지령이 변경되며, 그로 인해 캐패시터의 평균 전압이 적

절히 제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제어기는 3개의 컨버터 모듈의 직류단 전압을 균형 제어하는 Module DC Voltage Balancing Controller이다. Fig.

Pac Pdc1 Pdc2 ddc3+ +=

Fig. 10. Principle of capacitor voltage balancing controller.

Fig. 11. DC voltage controller.



Three-Level H-Bridge 컨버터를 이용한 철도차량용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 및 제어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5호 (2016년 10월) 625

10(b)와 같이 3개의 컨버터 모듈의 캐패시터 교류단 전압은 3개 모듈의 교류단 전압의 합과 같다. 따라서, 교류단 전력은 3개

모듈의 교류단 전력의 합과 동일하다. 3개 모듈에 흐르는 상전류는 공통으로 흐르기 때문에, 각 모듈의 상전압의 크기를 조절

함으로써 각 컨버터 모듈로 공급되는 교류 전력의 차이를 제어할 수 있다. 식 (6)와 같이 3개의 모듈의 교류 전압의 합을 전류

제어기 지령과 같도록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3개 컨버터 모듈의 교류 전압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개 컨버터 모듈의 교

류 전력의 차이를 제어함으로써 각 컨버터 모듈의 캐패시터 전압을 균형 제어할 수 있다. Fig. 13(a)는 Module DC Voltage

Balancing Controller의 간략한 구조이다. 제안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0.8s에 제안된 제어를 시작하는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3개의 컨버터 모듈의 캐패시터 전압의 불균형이 제어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압 불

균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컨버터 모듈의 교류 전압 지령이 과도 상태에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6)

(7)

Pac Pac1 Pac2 Pac3+ +=

VasREF VasREF1 VasREF2 VasREF3+ +=

Pac VasREFIas VasREF1Ias VasREF2Ias VasREF3Ias+ += =

Fig. 12. Performance of DC voltage controller.

Fig. 13. Module DC voltage balancing controller and contro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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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제어기는 각 컨버터 모듈에서 Three-level NPC 컨버터의 두 개의 직류단 캐패시터의 전압 균형 제어를 수행한다.

NPC Voltage Balancing Controller는 Three-level NPC H-Bridge 컨버터에서 교류 전압을 합성할 때 Offset 전압에 따라 상단의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비율과 하단의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이용한다. Fig. 14(a)는 Offset 전압이

three-level NPC 컨버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Offset 전압의 변화는 출력 전압의 크기에는 변화를 주지 않지만, 상단

직류단을 사용하는 비율과 하단 직류단을 사용하는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Fig. 10(3)과 같이 상단

직류단 전압과 하단 직류단 전압을 균형 제어할 수 있다. 

Fig. 15는 NPC voltage balancing controller의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제어기를 동작하기 전까지 각 컨버터 모듈의 상단

캐패시터 전압과 하단 캐패시터 전압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제어기를 동작시킨 이후 모두 균형 제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ffset 전압은 three-level NPC 컨버터의 출력 전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NPC voltage balancing controller가 동작

하는 과정에서 교류 전류 제어는 과도 상태 없이 잘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6은 지금까지 제안한 지능형 변압기의 전체 제어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교류간 입력 전류 제어 및 출력 직류단 전압

제어를 기본 성능으로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 각 컨버터 모듈의 6개 직류 캐패시터 전압을 균형 제어를 위해 제어 전략을 수립

하고, 각 제어 전략에 맞추어 제어기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제어기는 각 제어기를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제어기를 쉽게 설계할 수 있다. 

Fig. 14. Offset voltage effect of three-level NPC converter and NPC voltage balancing controller.

Fig. 15. Performance of NPC voltage balancing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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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추진 시스템의 전원 공급용 권선형 변압기를 대체하기 위한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를 제안하고 그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지능형 변압기는 교류 고전압을 직류 고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정류단으로 Cascade H-Bridge 컨

버터를 사용하며, 직렬 연결된 각 H-Bridge 컨버터의 직류단은 DAB 컨버터를 이용해 절연된 출력 저전압 직류 전원으로 변환

된다. 제안된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75kVA 축소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축소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를 구현하였다. 복

수의 컨버터 모듈로 구성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 모듈의 직류단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며, 출력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어 전략을 필요로 한다. DAB 컨버터를 이용하여 최종 출력 직류단 전압을 제어하였다. DAB 컨버터 동작에 의해

지능형 변압기 내부 캐패시터 전압이 가변할 경우, 교류단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전체 지능형 변압기 내부 캐패시터 전압의 평

균을 제어한다. 축소 시스템은 내부에 총 6개의 직류 캐패시터 전압을 균형제어하기 위한 3가지 종류의 제어기를 설계하고 그

성능을 모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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