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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직류급전용 더블컨버터의 출력특성 향상을 위한 

모드 변환 시 점호각 제어 연구

A Study on the Firing Angle at the Mode Conversion to Improve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Double Converter for Urban Railway DC Power Supply

서승삼·한성우*·변기식

Seung-Sam Seo·Sung-Woo Han·Gi-Sig Byun

1. 서 론

대한민국은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 도시철도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각 광역시에서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도시철도의 직류변전설비는 다이오드 정류방식과 사이리스

터 정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도시철도만 유일하게 사이리스터 정류방식의 더블컨버터 직류변전설비를 사용하고 타 도시의

도시철도는 다이오드 정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이오드 정류방식은 설비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장점이 있으나 직류 출력

이 전차선 부하량 변화에 추종하지 못하고 출력전류가 일정하여 직류 변전소 정류기간 전압 불균형에 대비하여 전차선에 정류기간

구분장치(절연구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동차 정차 시에 발생하는 회생전력으로 전차선 가선전압 상승 시 전동차 내부 전장설비

의 절연보호를 위해 전동차에 저항기를 부착, 전압 상승분을 열로 소모하여 전동차 전장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다이

오드 정류방식은 전차선 가선전압 안정화에 불리하고 설비가 복잡해지며 전동차 정차 시에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재사용 할 수 없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전기에너지 절감을 통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동차 정차 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저항기로 소모하지 않고 회수

할 수 있는 IGBT 회생인버터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다이오드 정류방식의 변전설비에 추가로 설치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으나 낮은 전기에너지 회수율과 설치면적 과다, 유지보수 인원 증가 등으로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IGBT 회생인버터 또

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1-3].

Abstract This paper suggest away to maintain constant power through trolley wire by transferring increased line voltage

to the AC main line while changing the mode from Converter(Forward) to Inverter(Reverse) when the line voltage is

increased due to regenerative power when the train stops, This paper suggests a Double Converter DC substation that can

create regenerative power when the train stops reusable. We also proposed using a simulation tool, the optimal Thyrister fir-

ing angle that can minimize the undershoot and overshoot that occurs when transferring the mode from Converter to

Inverter for quality improvement of DC voltage in the Double Converter in the DC substation from the Busan Urban Sub-

way.

Keywords : Double converter, Regenerative power , Urban railway DC substation equipment, Railway technology

초 록 본 논문은 도시철도 전동차 정차 시에 발생하는 회생전력으로 인해 전차선 가선전압 상승 시에 Converter

(Forward)에서 Inverter(Reverse)로 mode 변환하여 상승된 가선전압을 AC 모선으로 환류하여 전차선 전압을 일정하게 유

지하고 전동차 정차 시에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재사용할 수 있는 부산도시철도의 더블 컨버터 직류 변전설비를 제안하며

전차선 직류전압 품질향상을 위해 부산도시철도 더블 컨버터 직류 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Converter/Inverter mode 변환

시의 undershoot와 overshoot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사이리스터 점호각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어 : 더블컨버터, 회생전력, 도시철도 직류변전설비, 철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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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 전류용 사이리스터를 사용하여 전차선 가선전압에 따라 Converter(Forward)/Inverter(Reverse)로 mode 변환하

여 전차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전차선 설비를 단순화 하고 회생전력을 저장장치 없이 AC모선으로 환류하는 사이리스터

정류방식의 더블컨버터 정류설비를 제안하고 더블컨버터 정류설비의 운전과 출력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Converter/Inverter mode 변환 시에 발생하는 undershoot와 overshoot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이리스터 점호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이리스터 정류방식의 더블컨버터 시스템

2.1 더블컨버터의 구성 및 동작

사이리스터 정류방식의 더블컨버터는 Converter(Forward) mode와 Inverter(Reverse) mode로 동작하여 전동차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부하에 따라 전력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전차선 전압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더블컨버터는 Y형 3상 6펄스 사이리스터 컨버터와 Δ형 3상 6펄스 사이리스터 컨버터를 병렬 연결하여 6상 12펄스로 동작하도

록 Fig. 1과 같이 구성한다. 이러한 사이리스터 정류방식의 더블컨버터 시스템은 다이오드 정류방식과 같이 간단한 구조와 동일한

크기의 직류변전설비로 구성할 수 있고 양방향으로 동작시켜 전동차 제동 시에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AC모선으로 환류가 가능하다.

2.2 더블컨버터의 위상제어

Fig. 2와 같이 더블컨버터의 Converter부와 Inverter부는 Δ-Δ-Y 변압기에 연결된 3상 6펄스 위상제어 정류기 2대가 병렬로 구성

되어 30o의 위상차를 가지는 6상 12펄스 위상제어 정류기가 된다.

Fig. 1. Structure of the double converter system.

Fig. 2. 12-pulse phase controlled rec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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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6펄스 위상제어 정류기의 평균 출력전압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T는 전압 파형의 주기, α는 점호각, Vm,l-l은 선간전압의 실효값을 나타낸다.

위상제어 정류기의 입력전압은 Δ-Δ-Y 변압기에서 공급하므로 Δ-Δ와 Δ-Y의 간의 전압 위상차는 30o가 발생되어 위상제어 정류

기에 공급되는 변압기 출력전압은 30o 주기를 갖는 6상 12펄스 형태로 공급된다. 즉, 전압 파형의 주기 T는 π/6가 되며 제어정류기

는 SCR의 점호각 α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분의 시작과 끝에 SCR에 의한 점호각을 추가하여 표현해야 한다. 이를 적용한 6상 12

펄스 위상제어 정류기의 평균 출력 전압은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식 (2)를 정리하면

(3)

6상 12펄스 위상제어 정류기는 점호각이 0o~15o에서 평균 출력전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식 (3)에 입력전압의 위상차 30o를

적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PSIM의 위상제어를 확인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PSIM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Δ-Δ-Y 변압기의 출력 선간전압의 실효값을

87.5V로 하여 고조파 필터 없이 저항 부하만을 연결하였다.

Fig. 3. Double converter phase control simulation configuration.

Table 1은 식 (4)로 계산된 값과 PSIM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위상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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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culated and simulation results of DC voltage output with respect to the firing angle.

Firing angle Calculated results Simulation results

0o 122.33 123.35V

15o 122.33 123.35V

45o 105.945V 105.53V

64.1605246o 80V 79.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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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더블컨버터 제어 알고리즘 분석

2.3.1 더블컨버터 제어 알고리즘

Fig. 4는 더블컨버터 시스템의 제어 구성도이며 더블컨버터로 들어가는 3상 전압의 영 전압을 검출하여 점호각 α의 트리거 시점

을 결정한다. 또한, 직류 전압 Vdc 및 직류 전류 Idc를 검지하여 더블컨버터 모드의 결정과 점호각 α를 계산하기 위해 PI제어기에

입력되고 PI제어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호를 Converter mode와 Inverter mode의 동작 조건에 맞는 점호각으로 사이리

스터를 트리거 시킨다.

더블컨버터의 제어 목적은 제어조건에 따라 Converter mode와 Inverter mode를 교번 동작시키면서 전차선에 공급되는 전압을 일

정하게 유지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더블컨버터의 기본 알고리즘을 표현한 순서도는 Fig. 5와 같다.

Converter와 Inverter mode의 변환은 변경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하며, 단락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보완적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직류 전압 Vdc가 Vref-Vmin 전압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 더블컨버터는 Converter mode로 동작하여 직류 전압 Vdc가 기준전압

Vref 값으로 추종하도록 제어되며, 직류 전압 Vdc가 Vref+Vmax 전압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더블컨버터는 Inverter mode로 동작하여 기

준전압 Vref 값이 되도록 제어된다. mode의 변환은 전압의 히스테리시스 밴드를 통하여 급격한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Fig. 4. Control configuration of the double converter system.

Fig. 5. Flowchart of the double converter control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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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존 더블컨버터설비 제어 알고리즘

더블컨버터의 최적 점호각 연구에 앞서 기존 사용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 직류 변전설비용 더블컨버터 시스템의 출력전압 Vdc와

출력전류 Idc를 실측하여 Converter/Inverter mode 변환 시에 Fig. 6과 같이 undershoot/overshoot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Fig. 7은

점호각 α를 확인하기 위한 PSIM 시뮬레이션 구성도이며 Table 2의 사양으로 구성하였다. 교류모선으로부터 수전하는 3상 22.9kV

입력은 Δ-Δ-Y 변압기를 통하여 3상 1,750V로 변전되어 더블컨버터의 입력으로 들어가며 더블컨버터의 정격 출력은 DC 1,650V

이다. 부하의 최대, 최소 전류는 각각 2,500A와 -2,500A이다.

더블컨버터는 전차선의 가선전압 및 전류 조건에 따라 Converter mode와 Inverter mode가 교번하여 사용되며, 더블컨버터의 제

어조건은 Table 3과 같다.

Fig. 6. The double converter of output voltage and the output current of the Busan urban railway.

Fig. 7. Configuration of the PSIM simulation.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double converter used for simulation.

Transformers

Input voltage 3Φ 22.9kV

Connection Δ-Δ-Y

Transformer turns ratio 22,900 : 1,750 : 1,750/

Output voltage 3Φ 1,750V

Double converter
Rated output voltage DC 1,650V

capacity 8.25MW

DC load current
Maximum current 2,500A

Minimum current -2,500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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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더블컨버터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이며, 전차선 전압(더블 컨버터 출력전압) Vdc가 1,700V 이상이 될 경우 Inverter

mode로 동작하고 1,600V 이하가 될 경우 Converter mode로 동작함으로써 부하 변동에 상관없이 Vdc가 일정하게 유지되나

Converter/Inverter mode 변환 시에 PI 제어기의 히스테리시스 밴드 구간 내에서 누적된 에러에 의한 undershoot/overshoot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도시철도 직류 변전설비의 출력 전압/전류파형인 Fig. 6과 시뮬레이션 결과인 Fig. 8의 출력

전압/전류 파형이 일치함도 확인하였다.

더블컨버터 mode의 변환은 Table 3의 제어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Mode Signal을 통하여 더블컨버터의 mode를 확인할 수 있

다. ‘1’의 값을 가질 경우 더블컨버터는 Converter(Forward) mode로 동작하며 ‘0’의 값을 가질 경우 Inverter(Reverse) mode로 동

작한다.

Converter mode에서의 점호각 α는 Fig. 8의 Forward Alpha로 확인할 수 있으며 0o<αFor<90o 범위 내에 있고 Inverter에서

Converter로 mode 변환이 이루어질 때 αFor는 70.4o의 값을 가진다.

Inverter mode에서의 점호각 αRev는 Fig. 8의 Reverse Alpha로 확인할 수 있으며 90o<αRev<180o 범위 내에 있고 Converter에서

Inverter로 mode 변환이 이루어질 때 αRev는 154.7o의 값을 가진다.

3. 더블컨버터 모드변환 시의 최적 점호각

3.1 더블컨버터의 최적 점호각 분석

부하에 따라 더블컨버터가 mode 변환이 이루어 질 때에 PI 제어기의 히스테리시스 밴드 구간 내에서 누적된 에러에 의한

undershoot/overshoot를 방지하고 직류 전압 Vdc가 최대한 빠르게 지령 전압 Vref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초기 점호각의 선정이 중요하

Table 3. Control conditions for the double converter.

Converter mode

DC voltage Vdc < 1,600V

DC current Idc > 20A

Firing angle range 0o < α < 90o

Inverter mode

DC voltage Vdc > 1,700V

DC current Idc < -20A

Firing angle range 90o < α < 180o

Fig. 8. Simulation results for the double converter.



도시철도 직류급전용 더블컨버터의 출력특성 향상을 위한 모드 변환 시 점호각 제어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6호 (2015년 12월) 539

기 때문에 최적의 초기 점호각 선정을 위해 더블컨버터 mode 변환 시의 출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구성은 앞서 분석한 부산도시철도 직류 변전설비용 더블컨버터 시뮬레이션 구성도인 Fig. 7과 동일하게 하고 초기 점

호각 분석을 위한 사양은 추후 시제품 제작과 실험을 통한 검증을 위해 실제모델의 1/20배의 출력전압과 전류를 적용하여 용량은

1/400배인 Table 4의 사양으로 수행하였으며 PI제어기 출력값은 더블컨버터 사이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0.9에서 최소 0.5

로 제한하여 최소의 간격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나 결과 파형의 비교를 위해 Table 5, Table 6 및 Fig. 9, Fig. 10에서는 7등

분하여 표현하였다.

Table 5, Table 6의 초기 점호각(Initial Firing angle)은 Fig. 5 Flowchart에서와 같이 PI제어기 출력 값을 코사인 역함수로 변환하

여 구하고 최적의 초기 점호각은 시뮬레이션 출력 파형으로 확인하였다.

Table 4. Specification used for simulation.

Division Items Settings

Transformers

Connection Δ-Δ-Y

Input and output frequency 60Hz

Primary input voltage 3Φ 380V

Secondary Δ connection side output voltage 3Φ 87.5V

Secondary Υ connection side output voltage 3Φ 87.5/ V

Transformer turns ratio 380 : 87.5 : 87.5/ V

Double converter
capacity 5kVA

Output voltage DC 80V

Double converter 

controller

DC voltage reference 80V

Forward mode Vdc < 75V and Idc > 2A

Reverse mode Vdc > 85V and Idc < -2A

Zero current hysteresis band -1A < Idc < 1A

3

3

Table 5. Relation between the initial firing angle and PI value in the converter mode for simulation.

No Initial firing angle PI Value

1 58° 0.5299

2 62° 0.4694

3 68° 0.4067

4 70° 0.3420

5 74° 0.2756

6 78° 0.2079

7 82° 0.1391

Fig. 9. Converter mode conversion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initial fir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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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Converter Mode의 초기 점호각에 따른 응답특성

Table 5는 Converter mode로 변환이 이루어질 때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초기 점호각이며 더블컨버터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PI제어기 출력 값을 0.5로 제한하였으므로 범위 이내의 점호각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Fig. 9는 초기 점호각에 따른 Converter mode로의 변환 시 특성 그래프이다. Converter mode로 변환 될 때 초기 점호각이 클수

록 직류 전압 Vdc가 지령 전압 Vref를 느리게 추종하기 때문에 최저전압이 더 낮아지는 overshoot 특성을 가지고 있고 초기 점호각

이 작을수록 빠른 응답속도를 가져서 최저전압은 개선할 수 있지만 overshoot 때문에 순간적인 전압 상승으로 인하여 직류 전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느려진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점호각은 70°를 가질 때 가장 빠른 응답속도와 최저의 전압변동률을 가지면서 직류 출력전압 Vdc

가 지령 전압 Vref를 가장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

3.1.2 Inverter mode의 초기 점호각에 따른 응답특성

Table 6은 Inverter mode로 변환이 이루어질 때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초기 점호각이며, 더블컨버터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PI

제어기 출력 값을 0.9로 제한하였으므로 범위 이내의 점호각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Fig. 10은 초기 점호각에 따른 Inverter mode로의 변환 시 특성 그래프이다. Inverter mode로 변환 될 때, 초기 점호각이 작을수

록 undershoot로 인하여 전압변동이 심해지며, 정상상태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큰 전압변동을 가져 온다.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점호각이 클수록 좋은 응답 특성이 나타나고 초기 점호각 154o에서 가장 빠른 응답속도와 최저의

전압변동률을 가지면서 직류 출력전압 Vdc가 지령 전압 Vref를 가장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

3.2 더블컨버터의 최적 점호각 추종 알고리즘

Fig. 11은 mode 변환 시 최적의 초기 점호각을 추종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추종 알고리즘은 Converter mode와 Inverter mode를 구분하여 진행되며 추종 방식은 동일하다. Converter mode일 경우 더블컨

버터의 출력전압 제어를 위한 위상제어가 시작되는 전압 Vref,min이 75V 때부터 지령 전압 Vref가 80V가 될 때까지(overshoot 포함)

응답시간 Tstable을 저장한다. 목표로 하는 응답시간 Tmax를 만족하지 못하면 점호각에 gain K 만큼 증분 시킨다. 그 이후, 이전의 응

답시간과 현재의 응답시간을 비교하여 응답시간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여 gain의 부호를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최적의

점호각을 만든다.

Fig. 10. Inverter mode conversion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initial firing angle.

Table 6. Relation between the initial firing angle and PI value in invert mode for simulation.

No Initial firing angle PI Value

1 130° 0.6427

2 134° 0.6946

3 138° 0.7431

4 142° 07880

5 146° 0.8290

6 150° 0.8660

7 154° 0.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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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최적의 초기 점호각은 고조파 필터와 mode 변환이 되는 전류의 기준 값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Table 7과

같이 실제 사용된 부산도시철도 더블 컨버터 점호각과 시뮬레이션 최적 점호각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실제 모델 1/400배 용량인 10KW급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고조파 필터 설계와 병행하여 실험을 통해 최적의 초기 점호각을

검증하고자 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전동차 정차 시에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재사용 할 수 있는 더블컨버터방식의 직류변전설비의 초기 점호

각 제어에 대하여 제시 하였다. 또한 더블컨버터 모드 변환 시 최적의 초기 점호각으로 undershoot/overshoot를 최소화하여 전차선

에 공급하는 직류전력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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