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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

서 철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철도시스템 

중에서도 차량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한 PWM 컨버

터는 핵심 전기장치이다[1-2]. 따라서, 컨버터의 제어특성을 향

상시키고, 노이즈를 저감하는 등 PWM 컨버터의 성능향상을 위

해 철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3-5]. 

이러한 연구들은 차상과 지상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차상

에 탑재되는 PWM 컨버터에 대한 연구는 고속철도, 전동차 등과 

같은 차량에 탑재되는 컨버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6-7]. 지상에 설치된 컨버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단상 PWM 컨버터 차량의 진상운전이나 

PWM 컨버터 차량의 역률 제어가 연구되었다[8-10].

3상 PWM 컨버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다이오드 브리지와 비교할 때, IGBT 방향이 역으로 되

어도 AC 전력을 DC 전력으로 바꾸어준다. 둘째, AC 입력전압 

크기보다도 DC 출력전압을 더 크게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리액

턴스가 AC 입력측에 있더라도, 단위 역률 제어를 수행할 수 있

다. 넷째, DC 부하나 AC 전력이 변동할 경우에도, DC 출력전압

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동제어가 가능하다[11-12].

일반적으로 정류기를 사용하여 한전의 전력계통에 정류부하에 

의한 6n±1의 고조파 성분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를 PWM 컨버

터를 사용하여 제어하므로서 부하 변동에 따른 안정적인 DC 전

원을 공급하고, 더블어 PWM 컨버터의 입력단의 전류를 역율제

어하므로서 기존의 정류기 사용시 비해 역률을 개선시켰다.

한편,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를 운행하기 위해 개발된 PWM 컨

버터에 대한 연구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조

사를 통해 주요사양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구성품시

험, 조합시험, 시운전시험을 통해 제작된 PWM 컨버터에 대한 성

능을 확인하였다[13-14].

2. 본  론

2.1 개요

그림 1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대용량 PWM 컨버터의 주회로 

및 외형을 보여준다. 아울러, 컨버터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제어방식 : 2중 루프 제어방식(전압제어 및 역률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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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제어방식)

(2) 전압제어 : SVPWM기법

(3) 냉각방식 : Heat pipe

(4) 정격용량 : 350KVA, 1유니트당, 최대 1MVA

(5) 입력전압변동범위 : DC 590V ±5[%]

(6) 최대효율 : 90% 이상

(7) 출력전압 : DC 950V 

(a) (b)

그림 1 (a) PWM 컨버터 주회로  (b) PWM 컨버터 외형

Fig. 1 (a) The Main Circuit Diagram of PWM Converter 

(b) PWM Converter Picture

2.2 전력변환회로 설계

컨버터 용량은 LSM(Linear Synchronous Motor: 이하 LSM) 

입출력 전류를 기본으로 산정하였으며, 3상 AC 입력측은 컨버터부, 

직류부로 이루어져있다. 컨버터부는 서지전압 억제용 Varistor, 

승압용 리액터, 직류부는 Capacitor 돌입전류방지용 저항, SCR 

Switch, 평활용 Capacitor, 전압/전류 검출용 CT 등으로 구성하

였다. LSM 설계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 340A(1열 기준)

(2) 정격전압 : 361V(1열 기준, 상전압)

(3) 정격토크 : 32.44 KN (가속도 1.1m/s2)

(4) 정격출력 : 259.6Kw (가속도 1.1m/s2)

(5) 효율 : 0.95

(6) 역률 : 0.98

(7) 쇄교수 : 312, 4 Turn (단거리 시험선)

2.3 PWM 컨버터 시뮬레이션

컨버터 주요사양을 결정하고 대용량 컨버터에 대한 전류제어 

수행을 위해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히스테

리시스 전류제어기를 갖는 견인모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LSM 

모델은 120도 도통형 모델링, 각 상 Back-EMF는 사다리꼴 파형

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동기 속도, 위상각 등을 구하였다. 

그림 3은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컨버터의 전류

제어와 전력 부분을 보여준다. 회전좌표계에서 PI제어를 통해 전

류제어를 수행하였다. 오아

그림 3의 (a)는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컨버터 시스템 모델을 

나타내고 있으며, PWM 컨버터 시스템 구성은 전원과 승압용 리

액터 그리고 3상 전력회로 및 DC link 커패시터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3의 (b)는 즉, 리액터, DC링크 커패시터, 그리고 전력

용 소자인 IGBT로 구성되어 있는 전력 회로부, 전원 전압과의 

위상을 동기시키는 PLL회로, 2상-3상 및 정지-회전 좌표 변환

기, 그리고 전력소자를 PWM 형태로 구동하는 게이트 구동회로

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3상 전압검출기를 통하여, 

 , ,   상의 위상을 검출한다. 그리고 전원의 전압 벡터가 

회전 좌표축상의 q축에 일치하도록 회전좌표계의 회전 각속도 

및 회전각 를 설정한다. 3상전류를 검출하여 A/D 변환하고, 

프로세서에 입력된 3상전류를 3상-2상 변환 및 정지좌표-회전좌

표 변환을 통해서 회전좌표계의 d, q로 표현한다. d축 전류를 0

으로 제어하기 위해 PI 전류제어를 행하고 PI 전류제어기 출력에 

q축의 간섭분을 보상하여 d축 전압 지령을 만든다. 

DMAC motor / Generator fed by six step inverter

Speed 

regulator

Reference 

speed (RPM)

rad2rpm

-K-

is_ a e_a

PI

v+
-

v+
-

Vdc Vab

g

A

B

C

+

-

Te (N.m)

N (rpm)

Load

Hall Signal

Gates

emf_ abc Gates

Double Magnet Array

Coreless (DMAC) Machine

Tm

m
A

B

C

Decoder

Hall emf_ abc

s -

+

16200

< Stator current is_ a (A)>

< Stator back EMF e_ a (V)>

< Rotor speed wm (rad/s)>

< Electromagnetic torque Te (N*m)>

그림 2 LSM 전동기의 Matlab Simulink 모델

Fig. 2 The Matlab Simulink Model of LS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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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컨버터의 스위칭 전압이 작아져

야 하기 때문에 PI 전류제어기 출력의 부호가 음(-)으로 된다. 

그리고 제어기 출력에 d축의 간섭분을 보상하여 q축 전압 지령

을 만든다. 이 때 q축 PI 전류제어기 출력은 d축에서와 마찬가지

로 마이너스(-)가 곱해진다. d, q축의 전압지령을 이번에는 역으

로 회전좌표-정지좌표 변환 및 2상-3상 변환을 한 다음 중앙 집

중 방식의 PWM 신호를 발생시켜 게이트 구동회로를 통해 전력

소자인 IGBT를 스위칭한다.

그림 4와 그림 5는 컨버터의 초기 기동, 역행, 제동시의 전압

과 전류 파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동시에는 1초 동안 소프트 스타트로 전압을 상승시키고, 

부하전류를 50A에서 100A까지 1.5초~3초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3초~3.5초까지 전력공급을 차단하며, 3.5초 

이후에는 전력을 회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역행 및 

회생시 PWM 컨버터의 전압과 전류 파형을 확대한 결과이며, 역

행시에는 컨버터 출력 전압 즉 Vdc가 부하로 인하여 저감되고 

있으나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회생시에는 Vdc가 

상승되었다가 안정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a) PWM 컨버터의 출력전압  (b) 컨버터 입력전압 

       (c) 컨버터 입력전류

Fig. 4 (a) Output voltage of PWM converter

(b) Converter input voltage, (c) Converter input current

(a)

(b)

그림 5 (a) 역행시 PWM 컨버터 파형 (b) 회생시 PWM 컨버터 

파형 

Fig. 5 (a) The voltage, current wave in case of powering mode 

(b) The voltage, current wave in case of braking mo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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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AC/DC 3상 컨버터 모델  (b) PI 제어 블록도 

Fig. 3 (a) AC / DC three-phase converter model  

       (b) PI contro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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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WM 컨버터 주회로 소자 게이트 출력전압 측정 시험 

(U, X상 IGBT 스위칭)

Fig. 6 PWM converter main circuit device gate output 

voltage measurement test(U, X phase IGBT switching)

그림 7 경부하시 PWM 컨버터의 기동, 정지 시퀀스 확인

Fig. 7 Check the starting and stopping of PWM converter 

by light load (VS: 컨버터 입력전압, Ias,Ibs,Ics: 컨버터 

입력 전류, Vdc:컨버터 출력전압, Idc: 컨버터 출력전압, 

VCB: 컨버터 기동접촉기, ACK : 컨버터 접촉기)

2.4 시험결과

그림 6은 PWM 컨버터 주회로 소자의 게이트 신호 U상과 X

상의 스위칭 파형을 보여준다. 암으로 구성된 주회로 소자 스위

칭 파형을 통해 데드타임 10us 이상을 확인하였다. IGBT가 off된 

후에 다른 IGBT가 정상적으로 on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7은 경부하 조건에서 기동, 정지 시퀀스 측정을 통하여 

PWM 컨버터에 대한 성능을 확인한 결과이다. 측정주기는 4.75 

s/div, VS_rms 400V/div, Ias/Ibs/Ics 500A/div, VDC_CONV 

1000V/div, IDC_CONV 200A/div로 맞춘 후에 측정하였다. 인버

터 출력전류 파형이 3상이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컨버터 출력전압, 컨버터 입력전류 등도 원활히 동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은 시험선에서 만차 상태에서 제작된 PWM 컨버터에 

대한 효율과 역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컨버터 

출력전압, 컨버터 출력전류, 컨버터 전력을 의미하는데, PWM 컨

버터 성능특성을 확인을 통해 제작된 컨버터는 효율 96%, 역률 

9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PWM 컨버터는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

되었다. PWM 컨버터를 설계, 제작, 시험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컨버터 주요사양을 결정하고 대용량 컨버터

에 대한 전류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PWM 컨버터는 전원, 승압용 리액터, 

DC Link 커패시터로 이루어져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동시에는 1초간 소프트 스타트로 전압

을 상승시킨 후, 부하전류를 1.5~3초 동안 50A에서 100A로 증가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역행시에는 컨버터 출력전압이 

하강하다가 안정화되고, 회생시에는 반대로 상승하다가 점차 안

정화됨을 볼 수 있었다. 

컨버터가 제작된 후에는 구성품시험, 조합시험, 시운전시험을 

수행하였다. 구성품시험인 게이트 출력전압 측정시험에서는, 게이

트 신호 U상, V상에 대한 데드타임이 10us 이상으로 스위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조합시험인 경부하시험에서도 

인버터 출력전압, 컨버터 입력전류 등의 신호를 통해 개발된 컨

버터가 양호하게 동작함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운전시험

을 통해, 컨버터 출력전압, 컨버터 출력전류, 컨버터 출력전력 데

이터를 분석하여 PWM컨버터의 효율과 역률이 각각 96%, 99%

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 시험선에서의 효율(96%) 및 역율(0.99) 측정

Fig. 8 Measure efficiency (96%) & power factor (0.99) on 

the test (CH1: 컨버터 출력전압, CH2: 컨버터 출력전

류, CH3: 컨버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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