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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single-phase PWM converter employing power semiconductors is currently applied to the power unit of 
high-speed rail vehicle and increasingly used as the front-end converter with properties of near unity power 
factor. Power factor and harmonics are increasingly important needs for drive system of high-speed rail 
vehicle. The proposed approach has many advantages which include fewer semiconductor components, 
simplified control, high performance features and satisfies IEC 555 harmonic current standard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c-link voltage control obey the reference value during constant load and 
input current is near sinusoidal.
------------------------------------------------------------------------------------

1.  서  론

국내 고속철도 차량이 도입됨에 따라 철도차량의 고속화, 첨단화 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철도차량의 고속화는 차량이 경량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차량에 탑

재된 전력변환 장치의 전력 고품질화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토폴로지가 제시되고 있다.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전원장치인 경우 전차선 교류전압을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를 통해 

차량내의 주변압기 1차측에 공급되는데, 변압기 2차측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컨버터장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정류회로를 통해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거나 4개의 스위치를 사용한 4상한 PWM컨

버터, 혹은 다이오드 정류회로를 거친 후 승압을 시키는 컨버터 등이 토폴로지가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단상 PWM컨버터인 경우 역률과 고조파를 보상하도록 동작하기 위해서는 입력전압 및 전류 그리고 

출력측 직류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3개의 검출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력전압의 경우 검출기로 직접 측

정하지 않고 나머지 2개의 검출기로 측정한 값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전압 검출기가 없이 입력전류 및 출력측 직류전압을 통해 입력전압을 추정할 수 

있는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제어기의 성능분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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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문

2.1 혼합형 단상 PWM 컨버터를 위한 제어 시스템

고속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보조전원장치는 에너지를 회생하지 않으므로 주변압기 2차측에 단상 

다이오드 정류회로를 이용하여 전력변환을 하거나 승압형 형태의 컨버터를 사용되고, 4개의 스위칭 소

자를 사용하는 PWM 컨버터인 경우 에너지를 회생하기 위해 추진제어시스템에 적용된다. 경부선에 운

행 중인 고속철도차량(KTX)인 경우 입력 역률을 개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현파에 가까운 전류 파형

을 입력측에서 얻을 수 있는 점과 두 개의 반도체 소자만을 사용함으로써 승압형 초퍼에 의한 방식과 

비교하여 전압강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그림 1과 같은 전력회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1. 혼합형 단상 PWM 컨버터 

        Mode
 Switch

Mode 1 Mode 2 Mode 3 Mode 4
    

 OFF/OFF OFF/ON ON/OFF OFF/OFF
 ON/OFF OFF/OFF OFF/OFF OFF/ON
 OFF OFF ON ON
 ON ON OFF OFF

표 1. 스위치 상태별 동작모드

표 1은 단상 PWM 컨버터의 동작에 따른 모드별 반도체 소자의 상태를 보여준다. 컨버터 동작은 크

게 4개의 동작모드로 나눌 수 있는데,  입력전압 가 양(+)의 반주기 동안에 Mode 1과 Mode 2를 반복

적으로 수행하고, 가 음(-)의 반주기 동안은 Mode 3과 Mode 4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한편 제어시스템은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과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시스템의 신뢰도

를 향상시키면서 경제성을 고려한 제어기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부하단 직류전압과 입력전류 검출기만 이용하여 역률을 보장하면서 고조파를 저

감시키는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부하단 직류전압 센서와 입력전류 센서는 과전압이나 과전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나 입력전압 센서는 아무런 제약이 받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도 무방하다. 입력전

압 센서가 없는 대신 입력단 인덕터에 인가되는 전압이 무시될 정도면 입력전류와 부하단 직류전압을 

이용하여 입력전압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림 2에서 보듯이 PI제어기를 통해 입력전압 추정제

어 방식을 사용하는 입력전압 센서가 필요없는 혼합형 PWM 컨버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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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혼합형 PWM 컨버터 제어구성도

제어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림 2로 표현되며, KVL에 의해 식 (1)이 성립된다. 인덕터  

값이 매우 작으면 식 (1) 우변의 첫 번째 항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컨버터 출력전압 의 입력전압 

와 일치한다.

 


 ≅  (1)

그러나 본 논문은 입력단 인덕터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제어기를 구현하였다. 입력전압에 대한 추정

전압 는 컨버터의 추정전압 에 인덕터의 전압 강하분이 더해지고 Band Pass Filter를 거쳐 얻어진

다. 컨버터 추정전압 는 측정된 입력전류 와 기준 입력전류 
와 비교하고 PI 제어기를 거쳐 구해진

다.

 
  


 (2)

기준 입력전류 
는 측정된 전압 와 기준전압 

 와 비교하여 PI 제어기를 통해 얻어지고 이것의 

위상은 추정 입력전압 와 동기가 이루어진다.


 

  


 (3)

2.2  시뮬레이션

본 논문은 3개의 센서를 사용한 고속철도차량(KTX)의 보조전원장치에 적용하고 있는 혼합형 단상 PWM 컨

버터를 적용한 경우와 제안한 2개의 센서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해 고조파 함유량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

해 혼합형 단상 PWM 컨버터에 대한 간이 축소형태의 모델을 삼았다. 그림 3은 3 개의 센서를 이용하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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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혼합형 단상 PWM 컨버터로 KTX 철도차량에 적용되고 있으며, 입력전압 및 전류, 부하단 직류전압을 검출

하여 역률개선 및 고조파 저감을 하면서 동시에 출력전압을 제어한다.

그림 3. KTX에 적용되고 있는 3개의 센서를 이용한 혼합형 PWM 컨버터 
그림 4는 0.2초 시점에 부하단 직류전압을 500[V]로 제어하는 파형으로 0.2초 시점을 기준으로 파형을 분석해 

보면, 입력전압은 실효값 220[V]가 인가되지만, 입력전류는 돌입전류가 주기적으로 흐른다. 또한 부하단 직류전

압은 일반적인 다이오드 정류회로로 동작하기 때문에 300[V] 정도가 부하에 인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0.2초 이

후의 파형은 출력전압이 기준전압인 500[V]로 추종하고 있으며, 입력전류는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으로 흐른다. 

그림 5는 이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FFT)을 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 (a)는 0.2초 이전의 입력 전압과 

입력전류에 대한 FFT 분석으로 전압은 기본 주파수인 60[Hz]인 반면, 전류는 3차, 5차 등 저차 고조파 성분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그림 5 (b)는 0.2초 이후의 500[V]로 제어될 때 입력전압 및 전류에 대한 FFT 분석파형

이다. 그림 5 (a)와 비교하면, 입력전압은 기본 주파수 성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입력전류는 저차 고조파 성분이 

상당량 감소되어 있다.

그림 4.  입력전압 및 전류, 기준전압에 대한 출력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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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초 이전                                   (b) 0.2초 이후

그림 5.  0.2초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전압 및 입력전류에 대한 FFT분석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혼합형 PWM 컨버터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회로도를 보여준다. 

보는 바와 같이 입력전압 검출이 필요 없고 입력전류와 부하단 직류전압만을 이용하여 입력전압을 추정

하면서 입력전류의 역률개선 및 고조파 저감과 동시에 출력전압을 제어하고 있다. 그림 7 (a)는 0.05초

되는 시점에 출력전압을 500[V]로 했을 때 파형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혼합형 PWM 컨버터처럼 돌입전

류가 흐르다가 500[V]에 대한 기준전압을 주었을 때 부하단 직류전압이 기준전압을 추정하고 있으며 추

정되는 입력전압을 바탕으로 입력전류가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으로 흐른다.

주파수 분석(FFT)을 통해 고조파 함유량에 대해 고찰해 보면 그림 7 (b)와 같다. 실제 입력전압은 기

본파인 60[Hz]가 인가되고 있으며, 입력전류와 출력전압으로부터 추정되는 입력전압인 경우 고조파 성

분이 없는 기본파에 가까운 전압을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어되는 입력측 전류

파형을 보면 저차 고조파 성분이 상당량 감소된 형태로 그림 5 (b)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6.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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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전압, 추정전압, 입력전류, 출력전압         (b) 입력전압, 추정된 입력전압, 입력전류

그림 7. 입력전압, 추정된 입력전압, 입력전류에 대한 파형 및 FFT 분석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운행 중에 있는 고속철도차량(KTX)의 보조전원장치의 혼합형 PWM 컨버터에 

대해 연구하였다. KTX 차량인 경우 3개의 센서를 사용하여 컨버터를 제어하지만, 경제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제

어시스템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하여 보았다. 입력에 나타나는 전류성분의 

고조파 요인을 분석하고 현재 국내외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혼합형 PWM 컨버터에 대해 모드별 분석을 하고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혼합형 PWM 컨버터에 대한 고조파 함유량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혼합형 단상 PWM컨버터인 경우 스위칭 소자로 제어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단상 다이오드 정

류회로 구조로 컨버터 입력에 돌입전류가 흐르게 되어 상당량의 고조파 전류가 함유된다.

2. 3개의 센서를 사용한 경우와 2개의 센서만을 이용한 경우 이론적 고찰릉 통해 컨버터 입력전류를 

정현파에 가깝게 구현할 수 있어 고조파 함유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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