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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추진시스템을 위한 FLI(Five-leg Inverter)의 성능 분석

Performance Analysis of a Five-leg Inverter for the Train Propulsion System

임영설·신덕호·이준석*·이교범

Young-Seol Lim·Duck-Ho Shin·June-Seok Lee·Kyo-Beum Lee

1. 서 론

최근 철도차량 구동을 위한 전압형 인버터는 고내압, 대용량 IGBT의 실용화로 인해 고성능화, 장치의 소형화, 경량화가 진행

되었다. 전압형 인버터로 전동기 구동 시 정밀한 토크 제어를 위해 다양한 제어방식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GBT의

특징을 살리는 고성능제어가 수행되고 있다[1,2]. 

철도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전기차량에서 사용되는 견인전동기는 빈번한 기동과 정지, 진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

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철도차량의 추진시스템에서는 다른 타입과 비교하여 특유의 간단한 구조를 가지며 비용에 경쟁력이

있고 취급이 용이한 유도전동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유도전동기는 고성능, 고신뢰성 제어가 가능한 인버터제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철도차량의 추진시스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3].

현재 철도차량의 인버터는 정밀한 제어를 위해 펄스 폭 변조(PWM, Pulse Width Modulation)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도전동기의 입력 전압의 크기와 주파수 제어가 가능한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전압형 인버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4,5].

현재 국내 도시철도의 저속영역에서 인버터의 출력전압은 대체로 인버터의 선형변조범위에 있으며 벡터제어를 통한 유도전

동기 구동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반면에 고속영역에서 인버터의 출력전압은 1펄스범위에 해당되며 한정된 직류단 전압으로부터

1펄스를 출력하여 최대 전압을 생성해 유도전동기를 제어한다. 유도전동기의 속도 증가에 의해 인버터의 기본파 주파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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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을 위한 3-레그 인버터와 5-레그 인버터의 성능을 비교/분석하고 철도차

량에 5-레그 인버터를 적용함에 있어 최적의 동작 조건을 제시한다. 5-레그 인버터는 두 대의 3-레그 인버터에 비해 2

개의 스위치가 감소되며, 하나의 제어보드로 두 대의 3상 전동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두 대의 3-

레그 인버터를 이용할 경우보다 시스템의 비용 감소와 소형화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도시철도 차량에서 사

용중인 유도전동기 제어 기법과 PWM 방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5-레그 인버터의 기본 동작과 특징을 분석한다. 이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일한 유도전동기 제어 기법과 PWM 방법을 3-레그 인버터와 5-레그 인버터에 적용했을 때

유도전동기의 속도와 토크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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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속영역에서는 기본파 한 주기 동안 인버터의 스위칭 펄스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기본파와 반송파의 비

동기로 인한 출력전압의 전압 불평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저속영역과 고속영역에서의 차별화 된 PWM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6-10].

3-레그 인버터(TLI, Three-leg Inverter)는 철도차량의 추진시스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토폴로

지이다. 국내의 도시철도차량에서는 Fig. 1(a)와 같이 1대의 TLI가 병렬로 연결된 4대의 유도전동기와 연결되어 구동하는

1C4M(1 Control for 4 Motors) 구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대의 TLI를 이용한 1C4M 구조에서는 인버터 고장 시 4대의 유

도전동기를 모두 구동시킬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철도차량의 허용제어 설계요구사항(1대의 인버터 고장 시에도

남아있는 인버터들로 정상운행 유지)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버터와 유도전동기의 과설계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Fig. 1(b)와 같은 TLI의 2C4M(1C2M+1C2M)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대의 TLI를 이용한 2C4M

구조에서는 요구되는 인버터와 유도전동기의 정격을 낮춰 설계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과 소형화 등이 가능하다.

5-레그 인버터(FLI, Five-leg Inverter)는 5개의 레그로 구성되어 2대의 전동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토폴로지이며, 일

반적인 FLI에 유도전동기 2대씩을 병렬로 연결한 1C4M 구조는 Fig. 2와 같다. FLI를 이용한 1C4M 구조는 기능적으로 Fig.

1(b)와 같은 2대의 TLI를 이용한 2C4M 구조와 동일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2C4M 구조는 2대의 TLI가 필요함에 따라 총 12

개의 스위치가 요구되지만 FLI를 이용한 1C4M구조는 총 10개의 스위치로 구성된다. 따라서 FLI를 이용할 경우 전체 시스템

의 비용 감소 및 인버터의 소형화가 가능하다[11,12].

본 논문에서는 현재 도시철도차량에 적용된 TLI 제어 기법을 FLI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작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바

탕으로 최적의 동작 조건을 제시한다. 2대의 TLI를 이용한 2C4M 구조와 FLI를 이용한 1C4M 구조의 비교분석을 통해 FLI의

우수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철도차량 추진시스템에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FLI와 TLI의 비교를 위하여 제어 기법

과 인버터의 용량, 유도전동기의 파라미터들은 동일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Fig. 1. TLI with traction motors (a) 1C4M (b) 2C4M.

Fig. 2. FLI with 4 traction motors (1C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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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차량 구동을 위한 기존 제어

2.1 Three-leg Inverter의 구성

본 절에서는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적용된 TLI를 이용한 1C4M과 2C4M 구조에서 유도전동기 제어 기법과 인버터의 PWM

방법을 소개한다.

2.2 유도전동기 제어 기법

도시철도차량 구동을 위한 벡터제어는 저속영역인 선형변조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회전자자속기준 간접벡터제어(Rotor flux

oriented vector control)와 PI(Proportional-Integral) 전류제어기가 사용된다. Fig. 3은 벡터제어 블록도를 나타내며, 벡터제어와

관련된 수식들은 식 (1)~(6)과 같다[3,6].

유도전동기의 동기좌표계 d, q축 고정자 전압 방정식은 식 (1), 식 (2)와 같다.

(1)

(2)

여기서 는 동기좌표계 d축 전류, 는 동기좌표계 q축 전류, Rs는 고정자 저항, Rr은 회전자 저항, Ls는 고정자 인덕턴스,

Lr은 회전자 인덕턴스, Lm은 자화 인덕턴스, 는 d축 회전자 쇄교자속, ωe는 동기 각속도, ωe는 회전자의 각속도를 나타내며,

σ는 누설계수로 로 계산된다.

식 (1)과 식 (2)로부터 d, q축 지령전압( )은 PI 제어기의 출력인 피드백성분(Vdsfb, Vqsfb)과 전향보상성분(Vdsff, Vqsff)의

합으로 나타나며, 은 식 (3), 식 (4)와 같다. 

(3)

(4)

Vdsff, Vqsff은 식 (5), 식 (6)으로 계산된다. 

(5)

(6)

( )2 2 2
/ /

e
e e e eds
ds s r m r ds s e s qs r m dr r

dI
V R R L L I L L I R L L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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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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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qse e e e

qs s r m r qs s e s ds r m d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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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 R L L I L L I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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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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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λd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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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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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dsff e s qs r m dr rV L I R L Lω σ λ= − −

/
e e

qsff e s ds r m dr rV L I L Lω σ ω λ= −

Fig. 3. Block diagram of vec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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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전압의 크기(Vm)는 식 (3), 식 (4)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식 (7)과 같다.

(7)

Vm와 인버터의 직류단 전압(Vdc)으로부터 변조지수(MI)는 식 (8)로 정의된다.

(8)

저속영역인 선형변조범위에서는 PI 전류제어기를 통해 d축 지령전류( )와 최대토크를 위한 q축 지령전류( )를 추종하도

록 식 (3)과 식 (4)의 , 을 생성하여 자속과 토크를 제어한다. 

정격속도 이상의 1펄스 변조범위에서 출력전압의 크기는 직류단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고속영역에서는 순시적으로 전압

의 크기와 위상을 제어하는 벡터제어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속영역에서의 다양한 모터제어기법 중 철도차량에서는 V/f

일정제어와 슬립각속도제어를 이용하여 최대 토크를 생성한다.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로부터 토크는 식 (9)로 나타낼 수 있다.

(9)

여기서, ωsl은 슬립각속도, Llr은 회전자 측의 누설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표준 범용 유도전동기의 경우 Rr >> ωslLlr이므로 식 (9)의 간략화가 가능하며, 토크는 ωsl에 비례한다. 1펄스 변조범위에 해당

하는 정격속도 이상에서는 ωe가 증가하더라도 Vm은 한계치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음으로 토크는 점차 감소한다. 이때 유도전

동기가 낼 수 있는 최대토크는 ωsl에 의해서 결정된다. 최대 토크 생성을 위한 ωsl는 정격속도 이상에서 와 로부터 계산

된다. 따라서 정격속도 이상에서는 운전주파수 증가에 따른 토크 감소 비율을 최소로하기 위하여 ωsl을 가변하여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도록 제어한다[13].

또한 Vm은 식 (6)의 전향보상 성분(Vqsff)에 포함되어 있는 역기전력 성분( )으로 인해 ωe에 비례하므로 Vm을 유도

전동기의 입력전압으로 하여 V/f 일정제어를 수행한다. 제어 절환 시 PI제어기로부터 출력되는 Vdsfb와 Vqsfb는 가변되지 않으므

로 보상이 필요하며 보상된 d, q축 지령전압( )은 식 (10), 식 (11)과 같다.

(10)

(11)

여기서 , 는 제어 절환 시점의 d, q축 전류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제어 절환 시점 전과 후의 출력전압은 연속적

이며 가변하는 슬립각속도에 맞는 출력전압이 인가된다. 최대 토크를 유지하기 위해 V/f 일정제어에서 가변하는 슬립각속도

를 이용하는 제어블록도는 Fig. 4와 같다[13].

Vm Vd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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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q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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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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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π
---Vdc

-----------=

Ids
e*

Iq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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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qs

e*

2 2

2 2( )

m sl r m sl

e

e r lr sl e r

V R V
T

R L R

ω ω

ω ω ω

⎛ ⎞ ⎛ ⎞
= ≅⎜ ⎟ ⎜ ⎟

+⎝ ⎠ ⎝ ⎠

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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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ωrLmλdr
e

Lr⁄

Vds comp,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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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 2 2

, ,
[( / )( )]e e e e

ds comp ds s r m r ds ds oldV V R R L L I I= + + −

* * 2 2

, ,
[( / )( )]e e e e

qs comp qs s r m r qs ds oldV V R R L L I I= + + −

Ids old,

e
Iqs old,

e

Fig. 4. Block diagram of V/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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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WM 방법

Fig. 5는 도시철도차량 구동을 위한 PWM 방법으로 선형변조범위, 과변조범위, 1펄스변조범위의 3가지 변조범위로 구분하며

각 변조범위에서의 샘플링주파수, 스위칭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선형변조범위에서는 일정한 스위칭 주파수를 갖는 비

동기 PWM 방법을 수행하며, 고속영역에서는 출력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 반송파와 기본파의 시작점을 일치시켜주는

동기 PWM 방법을 수행한다[7-10].

앞서 설명한 선형변조범위, 과변조범위, 1펄스변조범위에서의 반송파와 변조신호 및 출력전압은 Fig. 6과 같이 나타난다. Fig.

6(a)는 샘플링 주파수가 일정한 선형변조범위의 파형이며, 변조신호가 반송파 안에 위치하고 전 구간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출력전압이 생성된다. Fig. 6(b), Fig. 6(c)는 선형변조범위에서 1펄스변조범위로의 전환하는 과변조범위의 파형을 나타내며, 변

조율이 증가함에 따라 반송파의 주파수와 변조신호의 크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스위칭 횟수는 감소한다. Fig. 6(d)는 1펄스변

조범위의 파형을 나타낸다.

3. 철도차량 구동을 위한 Five-leg Inverter의 적용

3.1 Five-leg Inverter의 구성

Fig. 7은 2대의 3상 유도전동기를 구동할 수 있는 FLI의 기본 토폴로지를 나타낸다. 총 5개의 레그가 존재하며, 5개의레그중

하나의 레그는 2대의 유도전동기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2 Five-leg Inverter의 기본 동작 원리

FLI는 Fig. 8과 같이 반송파를 이용한 PWM 방법을 통해 2대의 유도전동기를 인버터의 최대 출력전압범위 내에서 각각 독

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11,12].

Fig. 8에서 첫 번째 유도전동기와 두 번째 유도전동기를 위한 3상 지령전압( )은 각각 식 (12), 식 (13)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선형변조범위 내에서 두 유도전동기는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ω1, ω2는 각각 첫 번째 유도전

동기와 두 번째 유도전동기의 각 주파수이며, ϕ는 첫 번째 유도전동기를 기준으로 한 두 번째 유도전동기와의 위상차이를 나타

낸다.

v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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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1
*

vc1
*

va2
*

vb2
*

vc2
*

, , , , ,

Fig. 5. PWM control mode of inverter. Fig. 6. Career, modulation signal and output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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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M1, M2는 식 (8)을 통해 계산되는 값으로 각 유도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의 MI이다.

FLI에서도 전압이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옵셋전압(voffset,i)이 사용되며, 각 유도전동기의 입력전압을 위한 voffset,i은 유도전

동기의 3상 지령전압( ) 중 최대값(vmax,i)과 최소값(vmin,i)을 통해 (14)와 같이 계산된다.

(14)

식 (12)과 식 (13)에 각 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는 voffset,i이 인가되며 voffset,i이 인가 된 3상 지령 전압( ,

)은 식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식 (15)로부터 각 레그를 위한 변조신호(vA, vB, vC, vD, vE)는 식 (16)과 같다.

(16)

식 (16)을 통해 계산된 전압을 변조신호로 하여 반송파와 비교를 통해 출력전압이 생성되고 두 유도전동기가 독립적으로 제

어된다. FLI로 2대의 유도전동기 구동 시 인가되는 변조신호의 MI 제한영역은 식 (17)로 나타낼 수 있다.

(17)

* * *

1 1 1 1 1 1 1 1 1

2 4
( ) 0.5 sin( ),       ( ) 0.5 sin( ),       ( ) 0.5 sin( )

3 3
a dc b dc c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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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2 2 2 2 2 2 2 2

2 4
( ) 0.5 sin( ),       ( ) 0.5 sin( ),       ( ) 0.5 sin( )

3 3
a dc b dc c dc
v t M V t v t M V t v t M V t

π π
ω ϕ ω ϕ ω ϕ= − = − − = − −

vai
*

vbi
*

vci
*

, ,

, ,

,

( )
( 1,2)

2

max i min i

offset i

v v
v i

+

= − =

va1 offset,

*
vb1 offset,

*
,

vc1 offset,

*
va2 offset,

*
vb2 offset,

*
vc2 offset,

*
, , ,

*

,offset ,

1 1 1 2 2 2

( )

( , , , , , )

j j offset iv t v v

j a b c a b c

= +

=

1,offset 2,offset 1,offset 2,offset

1,offset 2,offset 2,offset 1,offset

2,offset 1,offset

,

,

A a c B b c

C c c D a c

E b c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 + = +

= + = +

= +

M
1

M
2

0.907≤+

Fig. 7. Topology of FLI with two-traction motors. Fig. 8. Block diagram of PWM using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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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은 Fig.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두 유도전동기가 동일한 속도로 동작하기 때문에 FLI에서

사용가능 한 최대 MI는 0.4535이라 할 수 있다[14,15]. 

3.3 SPWM 방법을 위한 변조신호와 각 레그의 전류 분석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차량 구동을 위한 FLI의 적용에 대해 분석한다. FLI로 2대의 유도전동기를 구동할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2대의 유도전동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하다. 하지만 도치철도차량 구동 시에는 특별한 경우(슬립슬라이드)를 제

외하고, 두 유도전동기는 같은 속도에서 동일한 토크를 출력하도록 제어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유도전동기가 동일한 파

라미터를 갖고 동일한 속도에서 동일한 토크로 제어되는 경우(M1 = M2, ω1 = ω2)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는 두 유도전동기를

위한 지령전압이 동일하게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LI에서 반송파기반의 PWM 방법을 위한 vA, vB, vC, vD, vE는 식 (16)과 같이 두 유도전동기의 3상 지령전압들 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변조신호는 정현파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C-레그의 전류(iC)는 첫 번째 유

도전동기의 c상 전류(ic1)와 두 번째 유도전동기의 c상 전류(ic2)의 합이므로, 다른 레그의 전류(iA, iB, iD, iE)와 비교했을 때 다른

형태와 크기를 가질 수 있다. Fig. 10은 첫 번째 유도전동기와 두 번째 유도전동기의 위상이 동일한 상태(ϕ = 0o)에서 FLI가 두

유도전동기를 구동할 때의 각 파형을 나타낸다. 각 유도전동기의 지령전압 과 , 과 , 과 의 크기와 위상은

동일하지만 FLI의 각 레그의 스위칭 동작을 위한 변조신호들의 형태는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두 유도전동기와 연결된 C레그의

전류는 2배로 증가한다.

첫 번째 유도전동기의 3상 지령전압( )과 두 번째 유도전동기의 3상 지령전압( )간의 위상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라 생성되는 vA, vB, vC, vD, vE와 iA, iB, iC, iD, iE의 형태는 달라진다. 두 유도전동기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할 경우 위상

차이(ϕ)에 따른 변조신호와 각 레그 전류의 최대값 및 MI, iC의 최대값은 Fig. 11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 각 레그전류의 최

대값은 기본파 성분의 최대값을 나타내며 두 유도전동기 지령전압간의 위상차이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vA, vB, vC, vD, vE의 최

대값이 감소될수록 두 유도전동기가 FLI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영역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유도

전동기의 위상차이가 30도, 90도, 150도일 때 FLI가 가장 넓은 선형변조범위를 가지며 그 값은 Fig. 12와 같이 0.907에서 0.938

로 확장된다. iC를 살펴보면 위상차이가 0도부터 180도로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120도 이후부터 다른 레그의 전류

보다 같거나 작게 발생된다. Fig. 10의 결과를 통해 FLI를 철도차량에 적용할 경우 iC를 다른 레그보다 같거나 작게 발생시키

기 위해서는 두 유도전동기가 120도~240도의 위상차이를 가지고 회전해야 하며, 최대 선형변조범위를 갖기 위해서는 두 유도

전동기가 30도, 90도, 150도, 210도, 270도, 330도의 위상차이를 가져야 한다. 종합하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유도전동

기의 위상차이는 150도, 210도이며, 이 조건이 FLI의 최적의 운전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선형변조범위의 증가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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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C-Link voltage utilization area of FLI supplying 

two-motor drive.

Fig. 10. Phase voltages, modulation signals and currents for 

FLI supplying two-motor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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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것과 전류조건은 스위치 정격과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면 C-레그의 전류가 다른 레그의 전

류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두 유도전동기의 위상차이가 120도~240도일 때를 운전영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FLI의 동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현재 도시철도차량에서 적용중인 제어 기법을 2대의 TLI와 1

대의 FLI에 적용하여 4대의 유도전동기를 구동하는 시뮬레이션을 PSIM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유도전

동기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으며, 직류단 전압은 1500[V]로 설정하였다.

Fig. 13과 Fig. 14는 FLI에 연결된 2대의 유도전동기의 독립적인 제어결과를 나타낸다. Fig. 13은 일정 속도 부하(350rpm)에

서의 전류제어 시 각 유도전동기의 3상 전류(ia1, ib1, ic1, ia2, ib2, ic2)와 동기좌표계 d, q축 전류( )의 파형을 나

타내며, 전류제어 시 각 유도전동기의 d축 지령전류( )은 80A, q축 지령전류( )은 50A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

에서 의 값을 변화시킨다. t = 1s에서 는 50A에서 150A로 변화시켰으며, t = 1.2s에서 는 50A에서 -150A로 변

화시켰다. 이 때 d, q축 전류는 각 지령전류를 잘 추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는 속도제어시 각 유도전동기의

속도와 의 파형을 나타내며, 각 유도전동기의 부하는 50N·m으로 설정하였다. 속도제어 시 유도전동기 2대의

속도는 200rpm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t = 1s에 첫 번째 유도전동기의 지령속도를 600rpm으로 변화시켰으며, t = 1.2s에서 두 번

째 유도전동기의 지령속도를 -200rpm으로 변화시켰다. 2대의 유도전동기는 속도변화 시 상호 간의 간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FLI에 연결된 2대의 유도전동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철도차량 구동을 위한 TLI와 FLI의 동작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LI는 Fig. 1(b)와 같이 2C4M 구조, FLI은 Fig. 2와

같이 1C4M구조에 도시철도차량에서 적용중인 제어 기법(저속: 벡터제어, 고속: V/f 일정제어) 및 PWM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두 구성 모두 2개의 유도전동기그룹으로 나눠 제어되며 유도전동기그룹 내의 두 유도전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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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eak value of modulation signals, MI and peak value 

of C-leg current by changing phase gap.

Fig. 12. The expanded DC-link voltage utilization area of FLI 

supplying a two motor voltage.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of induction motor.

Motor rate voltage 1100[Vrms] Magnetic inductance 0.0255[H]

Motor rate frequency 75[Hz] Rotor inductance 0.00079[H]

Motor rate speed 1950[rpm] Stator inductance 0.00079[H]

Motor rate current 136[Arms] Rotor resistance 0.077575[Ω]

Pole 4 Stator resistance 0.103[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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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urrents, d-axis stator current, and q-axis stator cur-

rent of machines 1 & 2 when current control is imple-

mented with constant speed load.

Fig. 14. Motor speed, d-axis stator current, and q-axis stator

current of machine 1 & 2 when speed control is imple-

mented with general load.

Fig. 15. Modulation signals, currents and thetas when ϕ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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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동작한다. 제어 기법의 적용을 위하여 비동기모드에서 스위칭주파수는 800[Hz]로 설정하였으며, 각 유도전동기의 부

하는 500N·m, 관성모멘트는 15kg·m2으로 설정하였다. 철도차량의 동작 특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에서는 유도전동기가 모두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Fig. 15는 앞서 설명한 두 유도전동기의 위상차(ϕ)에 따른 각 레그의 변조신호(vA, vB, vC, vD, vE)와 전류(iA, iB, iC, iD, iE) 파

형을 나타내며, Fig. 15(a)는 1C4M에서 두 유도전동기그룹의 위상차가 ϕ = 0o, Fig. 15(b)는 ϕ = 120o, Fig. 15(c)는 ϕ = 150o,

Fig. 15(d)는 ϕ = 180o일 때의 파형이다.

Fig. 15(a)에서 ϕ = 0o일 때, iC의 최대값은 다른 레그의 전류에 비해 2배 크다. Fig. 15(b)에서 ϕ = 120o일 때, iC는 다른 레그

의 전류와 거의 동일하며, 변조신호의 최대값은 ϕ = 0o일 때와 같다. Fig. 15(c)는 ϕ = 150o일 때, iC의 기본파 할 성분이 다른

레그 전류와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감소하지만 스위칭 리플이 존재하며 변조신호의 최대값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d)는 iC의 기본파 성분이 0에 가깝지만 스위칭 리플이 발생하며 변조신호의 최대값은 ϕ = 0o, ϕ = 120o일 때와 동일하다.

Fig. 16. Motor speed, torque and input power of TLI (2C4M) and FLI (1C4M).

Fig. 17. Motor speed, torque and input power of TLI and FLI when one induction motor group does not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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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은 TLI와 FLI로 구동되는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크 곡선과 인버터의 입력 전력을 나타낸다. 두 유도전동기그룹은 동

일한 속도조건에서 제어되며 FLI로 구동되는 두 유도전동기그룹의 위상차는 150도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속도, 토크 곡

선은 TLI, FLI에 연결된 4개의 유도전동기 중 하나의 유도전동기에 대한 속도, 토크 특성을 나타내며, 인버터의 입력 전력은 시

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총 입력 전력을 나타낸다. TLI의 최대 MI는 0.907이며 FLI에서는 2개의 유도전동기그룹을 동일 속도로

제어 시 각 유도전동기그룹을 위한 인버터의 최대 MI는 0.469이다. 저속영역에서는 TLI와 FLI가 동일한 성능으로 구동이 가능

하며, FLI가 TLI에 비해 최대 토크를 유지할 수 있는 속도의 범위가 좁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은 한 쪽 유도전동기그룹에 연결된 구동 시스템에 결함 발생 시, FLI로 구동되는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크 곡선과 인

버터의 입력 전력을 TLI와 비교하였다. TLI와 FLI의 비교 시 결함 발생으로 인하여 한 쪽 유도전동기그룹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모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Fig. 17(a)는 TLI에서 정상 동작하는 유도전동기그룹 중 한대의 속도, 토크와 결함 발생으로

인하여 동작하지 않는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크를 나타내고, Fig. 17(b)는 FLI에서 정상 동작하는 유도전동기와 결함 발생으로

인하여 동작하지 않는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크를 나타낸다. TLI를 이용하는 2C4M(2대의 1C2M) 구동시스템의 경우 한쪽 시

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한쪽의 유도전동기그룹을 이용하여 절반의 토크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FLI도 C레그를 제

외한 다른 레그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레그를 제외한 다른 레그들에 연결된 유도전동기그룹을 동작시킴으로

써 토크출력이 가능하며, TLI와 동일한 사양을 갖는 유도전동기가 사용 된다면 한쪽 유도전동기그룹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

용 가능한 변조범위가 증가하여 출력토크는 정상일 때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차량의 구동방식을 적용한 2대의 TLI와 1대의 FLI의 동작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1대의 FLI를 이

용한 1C4M은 2대의 TLI를 이용한 2C4M과 비교하여 2개의 스위치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저속영역에서는 동일한 토크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허용제어 관점에서 두 유도전동기그룹에 모두 연결된 C레그를 제외하고 하나의 유도전동기그룹의 구동시스템

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정상인 다른 유도전동기그룹 구동시스템을 이용하여 허용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차량의 허용제어

설계요구사항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버터의 과설계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FLI를 이용한 1C4M은 최대토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속도가 낮은 특징(즉, 최대 토크를 유지할 수 있는 속도의 범

위가 절반)을 가지기 때문에 FLI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작속도가 낮은 차량에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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