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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modeling of brushless DC motor (BLDC) driving system for platform screen door control applied fuel 

cell power generation system has been proposed. At first the system configuration and operational principle of the developed 

fuel cell simulator has been investigated and the design of BLDC motor driving system is studied and the overall performance 

and dynamics of the proposed system could be effectively examined by simulation. PSIM simulation program is implemented 

to verify the performance and compatibility of the fuel cell power generation system and BLDC motor control system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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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는 철도, 경

전철 및 지하철 승강장 내 추락, 전동차 사이의 끼임 등의 안전

사고 방지 및 승강장의 공기오염 개선, 장애인, 노약자등의 탑승

편의에 관한 문제, 승강장내의 쾌적한 환경문제 제공 등을 위해 

전동차 승강장의 선단에 고정 및 가동 도어를 설치하여 승강장과 

선로를 차단함으로써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이

다. 또한 냉 · 난방 부하의 공간을 감소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

시키면서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써 승강장내의 소음 및 분진

에 대한 환경적 유해 요인을 차단하고 승객 뿐만 아니라 승무원

의 근무 환경에 대하여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기술 투자를 통해 종합 

제어반 및 각종 조작반, RF장치 등 상당 부분 국산화를 이루었

지만, 짧은 기간 동안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면서 승강장 

스크린 도어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승강장 스크린 도어

용 제어장치(DCU: Door Control Unit)의 완전한 국산화는 이루

지 못한 채 외국 제품을 도입하여 설치하고 있거나 DC 전동기를 

적용한 제어장치를 개발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1]. 

또한 급속한 산업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전력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전력수요 급증에 의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환경 규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및 동결은 바로 산업 활동의 위축을 가

져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

심이 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 중 태양광(Photovoltaic), 

풍력(Wind), 연료전지(Fuel Cell), 복합발전(Hydride), 에너지저장

치(Energy Storage System) 등이 현재 개발 및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 시설물의 경우, 대중교통의 특성상 전력공급이 차단

되면 혼란이 발생하므로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승강장 안전문

(Platform Screen Door) 등이 안전한 승객의 이동을 위해 전원

공급이 유지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의 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계적 정

류를 전기적 정류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브러시나 정류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동기의 유지 보수의 문제점, 그리고 국제환경 규제 

및 비상시에도 일정 전원공급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

전시스템 이용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Brushless DC Motor ; 

이하 BLDC 전동기) 구동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2.1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구성[2, 3]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발전효율이 높고, 저온에서 동작하면서 

전체시스템이 고체로 되어 있는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PEMFC 

: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및 고체 전해질 연

료전지(SOFC : Solid Oxide Fuel Cell)가 그 대상이 된다. 통상 

수 kW급에서 수십 kW급 용량의 발전설비가 개발되고 있으며 소

규모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전원계통과 떨어져 있어 전기가 공

급되지 못하고 있는 낙도전원, 호텔, 병원, 음식점 등에서도 광범

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소와 산소의 반응 작용

에 의해 직접 전기를 발생하는 스택 이외에 메탄올, 천연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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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이용한 BLDC 전동기 구동시스템 구성도 

Fig. 1 Block of BLDC driving system applied fuel cell power generation system 

그림 2 Full-bridge 컨버터 

Fig. 2 Full-bridge converter

각종 연료로부터 수소를 만들어 내는 개질기와 스택에서 발전된 

직 류전압을 안정된 교류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전력변환기 등으

로 구성되어진다.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출력은 직류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장치를 통하여 직류를 교류로 변환할 

수 있는 인버터가 필요하다. 또한 연료전지 출력전압이 30∼

70Vdc 정도로 이를 인버터 동작전압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출

력전압을 승압할 수 있는 컨버터가 필요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2.2 연료전지 simulator modeling[4]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이용한 전동기 구

동 모델링은 연료전지 simulator, DC-DC 컨버터(Full -bridge 

컨버터), BLDC 전동기, inverter 부분으로 그림 1에서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연료전지 simulator는 연료전지의 시 지연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전압 변동분을 고려하여 벅 컨버터를 이용하여 구

현하였고 220Vac를 입력으로 하여 39∼72Vdc 출력 변환하여 실

제 연료전지의 특성과 같은 직류 출력이 나오도록 구성하였다.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단위 셀의 전압은 무 부하시 약 

1.15Vdc 정도이고 전류가 증가하면 약 0.7Vdc정도 까지 낮아진

다. 따라서 스택 제조시 이 셀을 직렬로 연결하는데 셀의 수가 

많아 전압이 높을수록 스택가격이 높아지며 연료전지스택의 정격

전압이 대개 20V에서 50V로 낮기 때문에 이를 상승(Boost)시킴

과 동시에 교류로 변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료전지는 부하에 따라 변동폭이 크므로 이 전압을 조정해야 하

며 연료전지와 부하사이에는 안전과 노이즈 차단 등을 위하여 절

연(Isolation)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연료전지는 저전압․

고전류의 특성과 부하에 따라 전압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

므로 기존의 DC-DC 컨버터나 범용 인버터 기술로는 요구되는 

효율을 만족시킬 수 없다. 

2.3 DC-DC 컨버터 구성

연료전지 simulator의 출력전압을 입력으로 사용되는 DC -DC 

컨버터는 그림 2와 같이 full-bridge 컨버터로 구성하였다. 기본 

동작은, 4개의 스위치를 사용하여 S1, S4 또는 S2, S3가 교번으

로 도통, 차단을 반복하면서 동작하며 또한DC chopper부, 고주파 

TR부, 출력 다이오드 부, 출력필터부로 분류 될 수 있다.

￭ DC-DC Chopper부

입력 직류전압을 높은 주파수의 교류전압 성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며 스위칭 주파수의 스위칭 속도로 on, off가 반복된다.

￭ 고주파 TR부

DC-DC chopper부로부터 출력된 낮은 교류전압을 높은 교류

전압으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높은 주파수로 동작하기 때문에 부

피는 사용전원의 변압기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특성이 있다. 

￭ 출력 다이오드부 

고주파 TR에서 승압된 교류전압을 고압의 직류전압으로 변환

하는 기능으로 on, off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Fast recovery 

다이오드 소자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

￭ 출력 필터부 

컨버터 최종단에 위치하여 전압과 전류의 리플을 최소화하여 

컨버터 후단에 연결된 인버터에 평활한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기

능을 한다. 특히 리액터는 전류를 평활 하는 주요기능을 가지며, 

커패시터는 전압을 평활하는 기능을 가진다.

Full-bridge 컨버터는 연료전지 simulator의 출력전압 39∼

72Vdc 저전압을 승압하여, 연료전지 simulator의 출력전압 또는 

부하의 변동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 전압인 310Vdc를 BLDC 전동

기 인버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출력전압 Vout

을 검출하여 기준전압과 비교하며 PI제어기 및 비교기를 통해 일

정전압을 출력할 수 있게 그림 3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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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LDC 전동기와 인버터의 등가회로

Fig. 4 Equivalent circuit of PM BLDC motor and inverter

그림 3 Full-bridge 컨버터 제어블록도

Fig. 3 Control block of full-bridge converter

표 1 Full-bridge 컨버터 파라미터

Table 1 Specifications of full-bridge converter

파라미터 정격

용량 3 [kW]

입력전압 39∼72 [Vdc]

스위칭주파수 15 [kHz]

변압기 권수비(n1:n2) 1:13

출력전압 310 [Vdc]

출력전류 7.5 [A]

출력 인덕턴스(L) 2.5 [mH]

출력 커패시턴스(C) 2200 [F]

전류가 흐를 경우 연료전지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전류제한회로를 적용하였다.

Full-bridge 컨버터는 연료전지 simulator의 출력 전압값을 

입력으로 하며 저전압․고전류의 특성과 부하에 따라 전압이 크게 

변동하는 연료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BLDC 전동기 구동시스템

에 일정 출력전압 310Vdc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파

라미터 값들을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3. BLDC 전동기의 수학적 모델링

BLDC 전동기는 사다리꼴 형태의 역기전력과 회전자 위치에 

따른 고정자 권선 인덕턴스의 비정현적 변화 때문에 교류 기기의 

상태 방정식 유도에 널리 활용되는 d-q모델로의 변환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의 상변수 모델링을 채택하여 

해석한다.

그림 4에서 R과 L은 각각 전기자 권선의 저항과 인덕턴스를 

의미하고   는 각각 각 상의 역기전력을 의미하며 고정자 

3상 권선의 상변수 회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5].

식 (1)에서 3상 고정자 권선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각 상의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는 동일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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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를 (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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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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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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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서

                       (6)

로 표현하면 그림 4의 BLDC 전동기 등가회로의 상전압 방정식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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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장 스크린 도어용 제어시스템[6, 7] 

승강장 스크린 도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중 제어장치는 가

장 기본적으로 모터를 제어하여 문을 열고 닫는 동작을 수행한

다. 또한 추가적으로 장애물 센서와 연동하여 비상 열림 동작, 비

상도어의 개폐 여부 파악 등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승강장 스크린 도어용 제어장치는 도어를 정확하게 열고 닫는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정된 속도 패턴에 따라 이동하면서 정

확한 위치 제어를 수행해야 하며 도어의 열림/닫힘시 속도 패턴

은 그림 5와 같다.

표 2는 현재 국내에 설치된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 사양에 

대한 예로 일반적으로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위치를 검출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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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 제원(설치 예)

Table 2 Specifications of platform screen door system 

(installation example)

 항목 내용

형식 전기식 스크류 가동방식

작동거리 2200mm

작동시간 2.5∼5.0 e로 조정가능

외형 W4.300mm×D100mm×H240mm

전원 DC 40V

구동모터 Brushless DC Motor

장애물감지 장애물 5mm이상/ 문끝 접f 과부하 감지

통신방식 CAN, RS-232C

그림 5 승강장 스크린 도어 열림/닫힘시 속도 패턴

Fig. 5 Velocity pattern at the door open and closing 

operation

표    3 BLDC 전동기 사양

Table 3 BLDC Motor parameters 

 파라미터 정격

전동기 출력 550 [W]

최 대 속 도 3,000 [rpm]

권 선 저 항 6.6 [Ω]

정 격 전 류 3.2 [A]

상당 인덕턴스 11.2 [mH]

역기전력 상수 0.0385 [V/rpm]

토 크 상 수 0.4998 [Nm/A]

회전자 관성모멘트 0.0016[kgm2]

그림 6 전체 시뮬레이션 구성도

Fig. 6 Overall simulation block

그림 7 연료전지 simulator

Fig. 7 Fuel cell simulator

회로 제어부, 종합제어반과 CAN 통신하는 통신부, 도어의 구동력

을 제어하는 모터제어부 및 정보를 전달하는 표시부로 구성이 되

어있다. 제어장치는 스크린 도어 구동장치의 구성부품으로서 도

어 1개구마다 설치하며, 종합제어반 등에서 PSD 개폐 신호를 

CAN 통신 또는 RS-485 통신 및 실선제어 라인을 통해 수신하

여 자동/수동으로 도어를 개폐 및 제어하고 스크린도어의 동작상

태를 감시한다. 또한 제어장치는 스크린 도어의 개폐를 위한 모

터의 제어 및 도어 사이에 끼어 있는 장애물의 감지, 음성, 안내

방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적용한 브러시리스 직류전동기 

구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8, 9]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이용한 승강장 스

크린 도어 제어용 BLDC 전동기 구동모델링에 대한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전동기 사양은 

표 3과 같다. 

전체 시뮬레이션 구성은 그림 6과 같이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DC-DC 컨버터(Full-bridge 컨버터), BLDC 전동기, 인버터, 게이

트 드라이버, 스위칭 로직, 6펄스 로직, 속도 및 전류 제어 블록

으로 이루어져있으며, 6펄스 로직 부분은 PSIM내의 DLL을 이용

하여 C언어로 구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출력전압이 저전압이므로, 

이를 전원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전압의 전압을 승압하여야 한

다. 이때 승압하기 위한 컨버터 회로, 스위칭 소자의 구동회로, 

연료전지 simulator 및 컨버터 출력전압, 전류 특성에 대해 시뮬

레이션 하였다. 

그림 7은 연료전지 simulator로 단상 220V 교류전압을 다이오

드 정류기에 의해 정류된 310Vdc 전압을 벅 컨버터를 통해 출력

전압을 39∼72Vdc로 출력하도록 설계하였다. 고체고분자형 연료

전지발전시스템의 전압, 전류의 출력특성곡선을 1차 함수로 간략

화 한 형태로 프로그래밍 하여 실제 연료전지의 성능을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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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료전지 simulator 제어회로

Fig. 8 Control circuit of fuel cell simulator

그림 9 Full-bridge 컨버터 회로

Fig. 9 Circuit of full-bridge converter

그림 10 Full-bridge 컨버터 제어회로

Fig. 10 Control circuit of full-bridge converter

있는 특성곡선이 되도록 적용하였다. 

또한 연료전지 simulator의 제어기는 PI제어기로 구성하였고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를 검출하여 각각 일정 전력구간과 일정 전

압구간으로 동작하도록 그림 8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9와 10

은 full-bridge 컨버터 및 제어회로로 입력전압 39∼72Vdc에 대

해 PI제어기를 구성하여 310Vdc로 출력 설계를 하였다. 

그림 11은 연료전지 simulator의 출력전압이 39Vdc일 때 게

이트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PWM제어로 기준전압은 직류전원을 

사용하였으며, 컨버터 제어기의 제어회로는 PI제어기에 의해 게

이트 드라이버의 입력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연료전지 

simulator의 게이트 신호 및 출력전류, 출력전압의 결과를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PWM 제어를 위한 삼각파와 기준파 및 게이트 신호 

Fig. 11 Reference, triangle and gate signal for PWM control 

그림 12 연료전지 simulator의 출력 (39Vdc)

Fig. 12 Output of fuel cell simulator

그림 13 PWM 제어를 위한 삼각파와 기준파 및 게이트 신호 

Fig. 13 Reference, triangle and gate signal for PWM control 

반면에 연료전지 simulator의 출력전압이 72Vdc일 때 삼각파, 

기준파 및 게이트신호 파형과 연료전지 simulator의 게이트 신호 

및 출력전류, 출력전압 파형을 그림 13, 14에서 각각의 결과파형

을 보여주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이용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 제어용 

BLDC 전동기 구동모델링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BLDC 전동기는 Y결선, 입력전압 90Vdc∼340Vdc 범위에서 구동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ull-bridge 컨버

터의 출력전압 310Vdc를 BLDC 전동기 구동시스템의 입력전압으

로 사용 및 최종적으로 전동기의 구동특성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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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 B, C 상전류

Fig. 17 A, B, C phase current 

그림 14 연료전지 simulator 출력 (72Vdc)

Fig. 14 Output of fuel cell simulator

그림 15 A. B, C상 홀센서 및 6펄스 신호

Fig. 15 A, B, C phase Hall sensor and 6 pulse signal 

그림 16 EPLD 시뮬레이션에 의한 A. B, C상 홀센서 및 6펄스 

신호 

Fig. 16 A, B, C phase Hall sensor and 6 pulse signal by 

EPLD simulation 

그림 15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입력전원에 의

해 BLDC 전동기가 구동이 되었을 때 각상의 Hall sensor 신호

와 이 신호들을 이용하여 속도제어를 위해 생성된 6펄스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BLDC 전동기 각 상으로부터 입력받은 

Hall sensor 신호의 rising edge와 falling edge 부분을 기준으로 

회전시 6개의 펄스가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PLD(Erasable programmable logic device) 내부회로에 

사용된 D-플립플롭과 디지털 소자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전

동기 A, B, C 상의 Hall sensor 신호 입력 및 오실레이터에 의한 

CLOCK 신호가 입력이 되도록 구성하여 그림 15의 결과와 동일

한 파형을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은 연료전지 발

전시스템의 에너지를 입력으로 하여 전동기 구동시 A, B, C상의 

상전류파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링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결  론

승강장 스크린 도어용으로 BLDC 전동기를 적용한 구동시스템

은 거의 전량 기술제휴 및 수입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

대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승강장 스크린 도어에 적용하

기 위하여 BLDC 전동기 입력전원으로 기존에 사용되는 상용전원 

대신 청정에너지로써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적용한 BLDC 전동

기 구동 모델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지하철, 경전철, 철도 시장에 적용함으로

써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력수요 급증과 국제환경 

규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및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

체 에너지 개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신재생 에너지와 철도분야에 적용됨으로 에너지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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