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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철도용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 시스템의 3병렬 운전 제어 

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ree Parallel Operation Control Algorithm of Thyristor Dual Converter 

System for Urban Railway Substation

김 성 안* ․ 한 성 우** ․ 조 윤 현

(Sung-An Kim ․ Sung-Woo Han ․ Yun-Hyun Cho)

Abstract - An urban railway power substation consists of three thyristor dual converters. Two converters are connected to up 

and down trolley line to supply the electric energy or feed the regenerative energy back to the distribution. When the two 

converters break down, the remaining converter is used in an emergency. One thyristor dual converter system (TDCS) manages 

the energy of two or three railway stations. If the TDCS fails, the trains stop operating. To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proposes the three parallel operation control algorithm of thyristor dual converter system using the emergency converter. The 

broken TDCS can be replaced by the emergency converter in other TDCS.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posed control is 

verified b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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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시스템 개발과 기존 시스템의 고 효

율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할당하였으며 그중 

수송 분야가 34.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교통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1]. 도시 철도에서는 전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운전 효

율 향상을 위해서 전동차가 제동 운전할 때 발생하는 회생 에너

지를 저장하거나 계통 연계를 이용하여 되돌리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2].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

스템, e전도 저장 시스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울트

라 커패시터를 이용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다. 이 시

스템들은 느린 응답, 작은 에너지 밀도 및 낮은 효율 등으로 도

시철도 변전 설비에서는 무정전 전원 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로 사용되어 진다. 계통 연계형 시스템은 

전력 스위치에 종류에 따라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와 사이리스터로 구분

된다. IGBT를 이용한 시스템은 사이리스터보다 부피당 낮은 출력 

밀도를 가지므로 좁은 지하 공간에 배치되는 도시철도 변전설비

에는 적합하지 못하다[3,4]. 그러므로 부피당 출력 밀도가 높은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는 도시철도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성 및 제어 기법에 관한 연구는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포워드 모드와 리버스 모드 변환시의 가선 전압의 응답 

특성을 향상시키는 제어 기법 [5,6],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Delta-Delta-Wye(DDY) 변압기의 2차측과 연결되는 D형 듀얼 

컨버터와 Y형 듀얼 컨버터의 불균형 전류 방지를 위한 제어 기

법 [7,8], 두 대의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병렬 제어 기법 

[9-11]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연구 내용들은 하나의 

듀얼 컨버터나 두 대가 병렬로 연결된 듀얼컨버터의 제어 기법에 

대한 내용이다. 

도시 철도역내의 설치되는 도시철도용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

터는 한 역사에 상행선, 하행선, 비상용으로 총 3대로 구성된다 

[12]. 기본적으로 한 대의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가 전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전력과 회생전력을 감당하게 된다. 사이리스

터 듀얼 컨버터 시스템(Thyristor Dual Converter System : 

TDCS)의 기존 운전 방식은 전동차의 승객이 많거나 계절에 따라 

냉·난방기 사용률이 증가하게 되면 한 대의 사이리스터 컨버터의 

최대 용량 이상 에너지가 소비 혹은 회생되므로 두 대의 사이리

스터 듀얼 컨버터가 병렬로 동작하게 된다 [9]. 나머지 한 대는 

비상용으로써, 기존 두 대의 컨버터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진다. 도시 철도의 변전 설비는 4~5 km 간격으로 설치

되어지며 하나의 변전 설비가 2역사에서 3역사까지의 에너지를 

담당하게 된다. 만일 임의의 변전 설비의 TDCS에서 듀얼 컨버터

가 2대 이상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TDCS에서 감당하는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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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도시철도 변전 설비 (a) 병렬로 연결된 TDCS1과 TDCS2 

(b) TDCS 내의 3 병렬 연결된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 

시스템

Fig. 1 Urban railway substation (a) Parallel connected TDSC1 

and TDSC2 (b) 3 parallel connected thyristor dual 

converter in TDCS

전력공급이 불가능해지며 열차 운행이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3 병렬 연

결된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운전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제안

한다. 제안된 운전방식은 고장난 TDCS와 인접한 다른 변전설비

의 TDCS의 비상용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를 포함한 3 병렬 운

전을 통하여 고장난 TDCS가 담당하는 역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를 소비 혹은 회생시켜 고장으로 인한 정전에 따른 전동차 운행 

중단을 방지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타당성을 입증한다.

2. 도시 철도용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 시스템

그림 1은 도시 철도의 변전설비를 나타낸다. 그림 1(a)는 병렬

로 연결된 TDCS1과 TDCS2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각 TDCS의 

내부 구성도는 그림 1(b)와 같다. 3대의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

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이며 상행선은 CNV1, 하행선은 CNV2에 

항상 연결되어지며 CNV3는 나머지 두 대에서 고장이 발생하였

을 때 동작하게 된다.

(a)

(b)

그림 2 도시철도 변전 설비 (a) 병렬로 연결된 TDCS1과 TDCS2 

(b) TDCS내의 3 병렬 연결된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 

시스템

Fig. 2 Urban railway substation (a) Parallel connected TDSC1 

and TDSC2 (b) 3 parallel connected thyristor dual 

converter in TDCS

그림 2 (a)는 12펄스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를 나타낸다. 컨

버터는 D-D-Y변압기, AC 필터, 변압기의 2차측에 각각 연결된 

D형 듀얼 컨버터와 Y형 듀얼 컨버터 및 DC 필터로 구성된다. n

은 듀얼 컨버터의 번호를 의미하며 Vdcn 과 Idcn 은 n 번 사이리스

터 듀얼 컨버터의 DC출력 전압과 DC 출력 전류이고 Idcn_D 와 

Idcn_Y 는 D형 듀얼컨버터와 Y형 듀얼 컨버터의 DC 출력 전류이

다. 그림 2 (b)는 3 병렬 연결된 12 펄스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

터 시스템을 나타낸다. Vdc1,TDCSn , Vdc2,TDCSn , Vdc3,TDCSn , Idc1,TDCSn , 

Idc2,TDCSn , Idc3,TDCSn 은 각 컨버터의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이며 

Vdc,TDCSn 과 Idc,TDCSn 은 n 번 TDCS의 가선 전압과 가전 전류를 나

타낸다.

3.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3병렬 운전 제어 기법

3.1 듀얼 컨버터의 전압 및 전류 제어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평균 출력 전압은 점호각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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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병렬 운전 제어 기법을 적용한 듀얼 컨버터의 제어 블

록도

Fig. 3 Control block diagram of dual converter with 

parallel operation control method 

여기서, Vll은 DDY 변압기의 2차측 선간전압, α는 사이리스터

의 점호각을 나타낸다. 전압 및 전류 제어를 위한 점호각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cos   (2)

여기서, PIout은 PI 제어기의 출력 값이다. 그림 3은 3병렬 운

전 제어 기법의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Vref 와 Iref 는 지령전압

과 지령 전류, αF,CNVn,D , αR,CNVn,D , αF,CNVn,Y , αR,CNVn,Y 는 n 번 컨

버터의 D형 듀얼 컨버터의 포워드 모드에서의 점호각, D형 듀

얼 컨버터의 리버스 모드에서의 점호각, Y형 듀얼 컨버터의 포

워드 모드에서의 점호각 및 Y형 듀얼 컨버터의 리버스 모드에

서의 점호각을 각각 나타난다. 포워드 모드는 전차선에 전력을 

공급할 때 순방향 사이리스터 컨버터가 동작하며 리버스 모드는 

전차선에서 회생 전력이 발생하였을 때 역방향 사이리스터 컨버

터가 동작하게 된다.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가 포워드에서 리

버스 또는 리버스에서 포워드 모드로 변환될 때의 순방향과 역

방향 컨버터간의 단락 방지를 위해서 히스테리시스 밴드를 이용

한다 [7].

PI 제어기는 전압 제어기, 차 전류 제어기 및 병렬 전류 제어

기로 구성된다. 전압 제어기는 각 컨버터의 전압을 일정하기 위

해서 적용되며 차 전류 제어기는 12펄스 사이리스터 컨버터에서 

D형과 Y형 듀얼 컨버터의 전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

되고 마지막으로 병렬 전류 제어기는 제안된 3병렬 운전 제어의 

동작원리에 따른 전류 지령 값을 추종하기 위해 적용된다.

3.2 3 병렬 운전의 동작 조건

사이리스터 3병렬 운전의 동작의 조건은 그림 1(a)와 같이 구

성된 시스템에서 TDCS1과 TDCS2가 정상동작 상태에서 TDCS2

가 고장이 발생하여 Fault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TDCS1는 

TDCS2로부터 Fault 신호를 인지하여 TDCS1와 TDCS2간의 스

위치가 ON되고 TDCS2의 부하 전류가 연결된 스위치로 인해서 

TDCS1로 도통하게 된다. 이로 인해 TDCS1의 가선전류를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되며 에 따라 3병렬 운전 제어가 수행된다.

(a)

(b)

(c)

그림 4 정상동작상태와 고장상태에 따른 TDCS1과 TDCS2의 동

작 상태 (a) Condition 1 (b) Condition 2 (c) Condition 

3

Fig. 4 Operation status of TDCS1 and TDCS2 according to 

normal operating status and fault status (a) 

Condition1 (b) Condition 2 (c) Condition 3

표    1 조건에 따른 TDCS1과 TDCS2의 동작 모드

Table 1 Operation modes of TDCS1 and TDCS2 according to 

conditions

Condi

-

tion

Mode

TDCS1 TDCS2

CNV1 CNV2 CNV3 CNV1 CNV2 CNV3

1 ON ON OFF ON ON OFF

2 OFF OFF ON ON Fault Fault

3 ON OFF ON ON Fault Fault

3.3 TDCS1과 TDCS2의 모드 변환

그림 4와 표 1은 정상동작 상태와 고장 상태에 따른 TDCS1

과 TDCS2의 동작 모드를 나타낸다. Condition 1은 TDCS1과 

TDCS2가 고장 없이 정상동작 상태에서의 상황이다. 각 TDCS에

는 ±5000A까지 최대 부하가 발생한다. 각 TDCS의 CNV1과 

CNV2 는 Idc,TDCS1 과 Idc,TDCS2의 전류량에 따라 단독 운전과 병렬 

운전을 병행하게 된다. Condition 2는 TDCS1의 가선에 전동차로 

인한 부하가 없으며 TDCS2에서 CNV1 은 정상 작동하고 C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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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3병렬 운전 제어의 동작원리

Fig. 5 Operation principle of 3 parallel operation control 

for thyristor dual converter

표 2 12 펄스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s of 12 pulse thyristor dual converter

Items Unit Value

변

압

기

결선 DDY

입력 교류 전압 

(Vac,pri)
kV 3Φ 22.9

변압비 V 22900 : 1700 : 1700/√3

출력 교류 전압 

(Vac,sec)
1700

듀
얼 
컨
버
터

정격용량 (Po) MW 4.2

출력전압 (Vdcn) V 1600

정격전류 (Irated) A ±2500A

제

어

기

제어 방식
Voltage & current

PI control

샘플링 주기 kHz 10

제어 주기 kHz 10

디지털 필터 Hz 360

지령 전압

(Vref)
V 1600

밴
드 
전
압

상한

(Vupper)
V

1700

하한

(Vlower)
1500

밴
드 
전
류

상한

(Iupper)
A

100

하한

(Ilower)
-100

그림 6 병렬로 연결된 TDCS1과 TDCS2의 시뮬레이션 회로

Fig. 6 Simulation circuit of parallel connected TDCS1 and 

TDCS2

와 CNV3 에 TDCS2에서 CNV1 은 정상 작동하고 CNV2와 CNV3

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 때 TDCS1의 

CNV3 가 ON이 되어 TDCS2의 부족한 용량을 지원한다. 

Condition 3은 TDCS1의 부하가 최대 부하 ±5000A의 1/2일 때 

TDCS2의 CNV1 은 정상 동작하고 CNV2 와 CNV3 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이다. 이 때 TDCS1의 CNV 3가 ON이 되어 TDCS2

의 부족한 용량을 지원한다. TDCS1의 부하가 최대 부하일 경우

에는 TDCS2의 컨버터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CNV3 는 TDCS1

의 CNV1 과 CNV2 가 고장 나는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용으로 사

용하여야 하므로 동작하지 않는다.

3.4 3 병렬 운전 제어에서의 전류 지령 변화

TDCS1과 TDCS2의 고장상태에 따라 운전 모드가 결정되면 

각 TDCS의 전류 지령 값을 통해서 병렬 운전 제어가 가능하다. 

TDCS1과 TDCS2간의 병렬 운전은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3

병렬 운전 제어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된다. 사이리스터 듀얼 컨

버터의 3병렬 운전 제어의 동작원리는 그림 5와 같다. 듀얼 컨버

터 시스템의 DC 출력단의 부하 전류의 양에 따라 각 컨버터의 

전류 지령 값이 변화하게 된다. Mode1에서는 부하 전류가 최대 

전류 Imax 의 1/3 내에 해당하는 –1/3Imax∼1/3Imax 의 구간으로 

단독 운전을 하며 CNV1 는 Idc을 감당하게 되며 나머지 CNV2와 

CNV3 는 영 전류를 유지한다. Mode2 는 Imax 의 1/3내에 해당하

는 1/3Imax∼2/3Imax 와 –1/3Imax∼-2/3Imax 의 구간으로 2병렬 운

전을 하며 CNV1 과 CNV2 는 1/2Idc 씩 전류를 분담하여 동작하

며 CNV3 는 영 전류를 유지한다. Mode3 는 Imax 의 2/3내에 해당

하는 2/3Imax∼Imax 와 –2/3Imax∼Imax 의 구간으로 3병렬 운전을 

하며 모든 컨버터가 1/3Idc 씩 전류를 분담하여 동작한다. 

4.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구성

표 2는 12펄스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사양을 나타낸다. 

변압기는 3상 DDY 결선 방식으로 입력 교류 전압은 22.9kV, 변

압비는 22900 : 1700 : 1700/√3, 출력 교류 전압은 1700V이다.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 한 대의 용량은 4.2MW, 제어를 통해 유

지 되는 출력 전압은 1600V, 정격 전류는 ±2500A이다. 제어 방

식은 전압 및 전류 PI 제어이며 전압 및 전류 샘플링 주기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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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회로 (a) 

3 병렬 연결된 12 펄스 사이리스터 듀얼컨버터 시스템 

(b) 12펄스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 

Fig. 7 Simulation circuit of thyristor dual converter system 

(a) 3 parallel connected 12 pulse thyristor dual 

converter system (b) 12 pulse thyristor dual converter

(a)

(b)

(c)

(d)

(e)

그림 8 Condition 1일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 (a) Vdc_st1 (b) Vdc_st2

(c) Idc,st, Idc,st1, Idc,st2 (d) Idc,st1, Idc1,TDCS1, Idc2,TDCS1, Idc3,TDCS1

(e) Idc,st2, Idc1,TDCS2, Idc2,TDCS2, Idc3,TDCS2

Fig. 8 Simulation results for condition 1 (a) Vdc_st1 (b) 

Vdc_st2 (c) Idc,st, Idc,st1, Idc,st2 (d) Idc,st1, Idc1,TDCS1, Idc2,TDCS1, 

Idc3,TDCS1 (e) Idc,st2, Idc1,TDCS2, Idc2,TDCS2, Idc3,TDCS2

어주기는 동기화시켜 10kHz, 전압과 전류의 맥동성분을 고려한 

디지털 필터의 주파수는 360Hz, 지령 전압은 1600V, 모드 변환

에서의 단락 방지를 위한 밴드 전압은 1700V와 1500V, 밴드 전

류는 100A와 –100A로 선정하였다.

제안된 3병렬 운전 제어 기법을 검증하기 위한 Subcircuit 시

뮬레이션 회로는 그림 6과 그림 7과 같다. 그림 6은 병렬로 연결

된 TDCS1과 TDCS2의 시뮬레이션 회로를 나타낸다. 각 TDCS의 

내부 구성은 그림 2와 동일하게 3병렬 연결된 사이리스터 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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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9 Condition 2일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 (a) Vdc_st1 (b) Vdc_st2

(c) Idc,st, Idc,st1, Idc,st2 (d) Idc,st1, Idc1,TDCS1, Idc2,TDCS1, Idc3,TDCS1

(e) Idc,st2, Idc1,TDCS2, Idc2,TDCS2, Idc3,TDCS2

Fig. 9 Simulation results for condition 2 (a) Vdc_st1 (b) Vdc_st2

(c) Idc,st, Idc,st1, Idc,st2 (d) Idc,st1, Idc1,TDCS1, Idc2,TDCS1, Idc3,TDCS1

(e) Idc,st2, Idc1,TDCS2, Idc2,TDCS2, Idc3,TDCS2

컨버터, 전동차 부하 및 각 컨버터의 컨트롤러로 구성되며 그림 

7 (a)와 같다. 그림 7 (b)는 12펄스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시

뮬레이션 회로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PSIM을 사용

하였고 실제 제작될 컨버터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C언어 적용이 

가능하도록 DLL 파일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4.2.1 Condition 1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8은 TDCS1과 TDCS2가 정상동작 상태일 때의 시뮬레이

션 결과를 나타낸다. TDCS1과 TDSC2의 가선은 스위치에 의해서 

단선된 상태이며 각 TDCS에서의 전동차에 의한 부하에 따라 단

독운전과 병렬운전을 병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a)와 (b)

는 가선 전압 Vdc_st1 와 Vdc_st2 을 나타내며 단락 방지용 히스테리

시스 밴드 구간에 의한 전압 변동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출력 전

압 1600V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c)는 TDCS1와 

TDCS2가 직렬 연결된 지점의 출력 전류 Idc,st, TDCS1의 출력 전

류 Idc,st1, TDCS2의 출력 전류 Idc,st2를 나타낸다. 단선된 상태이므

로 Idc,st는 0A이며 Idc,TDCS1 와 Idc,TDCS2의 값은 각 TDCS의 부하 

전류량으로 동일하다. 그림 8 (d)와 (e)는 Idc,st1, TDCS1의 각 컨

버터의 출력 전류 Idc1,TDCS1, Idc2,TDCS1, Idc3,TDCS1, Idc,st2, TDCS2의 각 

컨버터의 출력 전류 Idc1,TDCS2, Idc2,TDCS2, Idc3,TDCS2를 나타낸다. 각 

TDCS에서 부하 전류량에 따라 –2500A ∼ 2500A에서는 단독운

전을 하고 –5000A ∼ -2500A와 2500A ∼ 5000A에서는 병렬 

운전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4.2.2 Condition 2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9는 TDCS1에 부하가 없는 상태이고 TDCS2의 CNV2와 

CNV3가 고장상태일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TDCS2의 

고장 발생 Fault 신호가 발생하면 TDCS1의 CNV3와 TDCS2의 

CNV1가 TDCS2의 부하 전류량에 따라 단독 혹은 병렬 운전하게 

된다. 

그림 9 (a)와 (b)는 가선 전압을 나타내며 Fault 신호가 발생

하면 TDCS1과 TDCS2 사이의 스위치가 ON이 되며 Vdc,st1 의 

전압은 Vdc,st2 의 동일한 지령 전압인 1600V를 추종한다. 그림 9 

(c)는 Idc,st, Idc,st1 와 Idc,st2 를 나타낸다. TDCS2에서 발생하는 부

하 전류가 Fault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TDCS1의 CNV3와 분배

하여 병렬 운전을 하게 되며 부하 전류가 -2500A∼2500A에서

는 TDCS2의 CNV1이 단독운전을 하고 –5000A∼-2500A와 

2500A∼5000A에서는 TDCS1의 CNV3와 TDCS2의 CNV1이 병

렬 운전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d)는 Idc,st1, 

Idc1,TDCS1, Idc2,TDCS1와 Idc3,TDCS1 를 나타낸다. TDCS1에서는 부하 

전류가 없으므로 Idc1,TDCS1 와 Idc2,TDCS1 에서는 전류가 0A이며 

Idc,st1의 부하전류는 CNV3가 모두 감당하기 때문에 Idc3,TDCS1의 

전류량과 동일하다. 그림 9 (e)는 Idc,st2, Idc1,TDCS2, Idc2,TDCS2와 

Idc3,TDCS2를 나타낸다. TDCS2에서는 부하 전류가 -2500A∼

2500A에서는 CNV1이 단독 운전하고 –5000A∼-2500A와 

2500A∼5000A에서는 TDCS2의 CNV1과 CNV2가 병렬 운전하

게 된다. Fault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TDCS1의 CNV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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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10 Condition 3일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 (a) Vdc_st1 (b) Vdc_st2

(c) Idc,st, Idc,st1, Idc,st2 (d) Idc,st1, Idc1,TDCS1, Idc2,TDCS1, Idc3,TDCS1

(e) Idc,st2, Idc1,TDCS2, Idc2,TDCS2, Idc3,TDCS2

Fig. 10 Simulation results for condition 3 (a) Vdc_st1 (b) 

Vdc_st2 (c) Idc,st, Idc,st1, Idc,st2 (d) Idc,st1, Idc1,TDCS1, Idc2,TDCS1, 

Idc3,TDCS1 (e) Idc,st2, Idc1,TDCS2, Idc2,TDCS2, Idc3,TDCS2

TDCS2의 CNV1이 병렬 운전하게 되어 부하 전류를 감당하게 

된다. Condition 2의 조건에서 TDCS2의 CNV2 와 CNV3 가 고

장이 발생하더라도 TDCS1의 CNV3 를 이용하여 부하 전류를 

감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4.2.3 Condition 3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10은 TDCS1의 부하가 최대 부하 ±5000A의 1/2일 때 

TDCS2의 CNV2와 CNV3가 고장상태일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TDCS2의 고장 발생 Fault 신호가 발생하면 TDCS1의 

CNV1, CNV3과 TDCS2의 CNV1가 부하량에 따라 2 병렬 혹은 

3 병렬 운전하게 된다.

그림 10(a)와 (b)는 가선 전압을 나타내며 Fault 신호가 발생

하면 TDCS1과 TDCS2 사이의 스위치가 ON이 되며 Vdc,st1과 

Vdc,st2 의 전압은 1600V를 유지한다. 그림 10(c)는 Idc,st, Idc,st1와 

Idc,st2 를 나타낸다. TDCS1의 부하 전류는 ±2500A이므로 CNV1이 

단독 운전을 하고 TDCS2의 부하 전류는 ±5000A이므로 -2500A 

∼ 2500A에서는 TDCS2의 CNV1이 단독운전을 하고 –5000A ∼ 

-2500A와 2500A∼5000A에서는 TDCS2의 CNV1 와 CNV2 가 병

렬 운전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Fault 신호가 발생하게 되

면 TDCS2에서 발생하는 부하 전류를 TDCS1의 CNV3 가 분배하

여 병렬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Idc,st1에는 ±5000A의 전류가 

도통된다. 그림 10(d)는 Idc,st1, Idc1,TDCS1, Idc2,TDCS1 와 Idc3,TDCS1 를 나

타낸다. TDCS1에서는 부하 전류가 최대 부하 ±5000A의 1/2 이

내이므로 CNV1 이 단독 운전하게 된다. Fault 신호가 발생하면 

TDCS2에서 발생하는 부하 전류를 분배하여 TDCS1의 CNV3가 

감당하게 된다. TDCS2에서는 부하 전류가 부하 전류가 -2500A 

∼2500A에서는 TDCS2의 CNV1이 단독운전을 하고 –5000A∼ 

-2500A와 2500A∼5000A에서는 TDCS1의 CNV3 와 TDCS2의 

CNV1 이 병렬 운전을 한다. 그림 10(e)는 Idc,st2, Idc1,TDCS2, 

Idc2,TDCS2와 Idc3,TDCS2 를 나타낸다. TDCS2에서 부하 전류가 

-2500A∼2500A에서는 TDCS2의 CNV1 이 단독운전을 하고 –

5000A∼-2500A와 2500A∼5000A에서는 TDCS2의 CNV1 과 

CNV2 가 병렬 운전을 한다. Fault 신호가 발생하면 TDCS2의 

부하 전류가 -2500A∼2500A에서는 TDCS2의 CNV1 이 단독운

전을 하고 –5000A∼-2500A와 2500A∼5000A에서는 TDCS1의 

CNV3과 TDCS2의 CNV1 이 병렬 운전을 한다. 결과적으로 

TDCS1과 TDCS2간의 Idc,st1와 Idc,st2의 합 전류가 -2500A∼

2500A에서는 단독 운전, –5000A∼-2500A와 2500A∼5000A에서

는 병렬 운전, –7500A∼-5000A와 5000A∼7500A에서는 3 병렬 

운전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도시 철도용 변전설비에서 전동차 운행에 따라 소비전력과 회

생전력인 부하 전력이 빈번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 

또는 수급하기 위해서 부피당 출력 밀도가 높은 사이리스터 듀

얼 컨버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도시 철도의 변전 설비는 

4~5km 간격으로 설치되어지며 하나의 변전 설비가 2역사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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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까지 에너지를 담당한다. 즉, 하나의 변전 설비에서 담당해

야 하는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총 3대를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가 설치된다. 기존의 운전방식은 두 대의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는 부하 전력에 따라 단독 운전 또는 병렬 운전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의 듀얼 컨버터는 비상용으로 기존 두 대의 컨

버터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용되어진다. TDCS에서 듀

얼 컨버터가 2대 이상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하는 역사의 

에너지를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전력공급이 불가

능해지므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3병렬 운전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

른 변전설비의 TDCS의 비상용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를 통해

서 에너지를 소비 혹은 공급하여 기존방식에서의 문제점인 열차 

운행 중지를 방지하였다. 또한, 도시 철도용 변전 설비의 구성 

설명하고 TDC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상태 조건을 선정하였

으며 설계사양에 맞추어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

된 사이리스터 듀얼 컨버터의 3병렬 운전 제어 알고리즘의 타당

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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