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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BM(Tunnel Boring Machine)은 대부분 해외장비 및 기술을 

수입하여 국내 터널 굴착 현장에 적용되어져 왔다. 현재 국내 중

견기업에서 이를 국산화 설계 및 제작을 위하여 기술 개발을 진

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터널을 굴착하는데 필요한 커터

헤드 설계 기술과 이를 구동하는 대용량 전동기 구동 기술이 가

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대용량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전기설비 설계 및 제작도 중요하지만, 전동

기 기동시 전동기는 2차측이 단락된 변압기 상태와 같으므로 정

격전압을 인가하면 5~8배가량의 큰 기동전류가 발생하고, 이 기

동전류 및 전압강하가 전기설비에 소손 및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1]. 특히 TBM 장비는 지하에서 작

업을 하며, 다른 장비들도 모두 전기설비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

으므로, 이러한 현장 작업 특성도 고려하여 수변전 전기설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동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기동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용량 전동기에 대한 특성을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CAE 기반의 

해석 도구를 활용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실제 개선된 기동방안을 

적용한 시스템에서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기동 방법에 대한 특성 분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기동방식은 부하의 종류, 특

성, 용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기동방식은 크게 인가되

는 전압에 따라 구분하게 되며, 전원전압을 최대로 인가하는 직입

기동 방식과 기동전류를 낮추기 위하여 다른 결선이나 전기소자를 

이용하여 전압을 감압하여 인가하는 방법이 있다. 직입기동은 전

압을 직접 인가하여 전동기를 구동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

치방법이 간단하고, 시스템 구성비가 저렴하다. 하지만 기동전류가 

5~8배 정도 크게 발생하므로, 기동 전류의 절대크기가 작은 주로 

소용량(일반적으로 10kW 미만) 전동기 구동에 이용된다.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Y-△ 기동이다. 5.5kW 이상 저압 전동기는 대부분 Y-△ 

기동이 가능하다. 기동시에는 1차 권선을 Y결선 접속으로 시동하

고, 정격운전 후 △결선 접속으로 절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Y결

선 임피던스가 배이므로, 기동전류가 1/3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

나 별도의 MC(Magnetic Contactor), 계전기(Relay) 등이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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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기동 후 절환시 돌입전류가 증가되는 단점

이 존재한다. 절환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동전류 못지않

은 큰 돌입전류가 흐르게 된다. 주로 30kW 미만 전동기에 사용

가능하다. 

리액터 기동은 직렬로 라인 리액터를 연결하여 전동기 단자전

압을 감소시켜 기동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다. 보통 리액터 탭을 

이용하여 50~90% 탭 비율로 이용한다. 이때 기동토크는 리액터

에 걸리는 전압의 양만큼 줄어들게 되지만, 부족토크로 인하여 

기동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동기가 정상상태에 도달하

게 되면 대부분의 전압이 전동기에 가해지게 되고, 리액터 내부

저항에 의한 직류성분의 작은 전압강하만 존재하게 되므로. 절환

시 충격이 적다. 기동이나 정지가 빈번한 시스템에서는 비효율적

인 방법이다. 

단권변압기를 이용한 콘돌퍼 기동법은 변압기탭을 이용하여 

기동전류와 기동토크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기동 후 절환하는 과

정에서 과도돌입전류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리액터

로 전류를 흐르도록 하여 추후 절환하는 리액터 기동법을 활용한 

복합 기동방식이다. 기동 시퀀스와 별도의 MC, Relay가 필요하므

로 지금까지의 기동방법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  

인버터 기동방법은 인가되는 전원의 전압과 주파수를 가변하

여 전류와 토크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인버터는 FET, IGBT, 

GTO, SCR과 같은 전력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이용하여 전압의 

크기와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부하에 맞는 에너지 전달을 

손쉽게 할 수 있어 효율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그림 1 기동방식별 전동기 기동전류 특성[2]

Fig. 1 Starting current characteristics of motor by starting 

method

2.2 제안하는 회생전력 활용 기동방법

 

TBM 구동설비는 Cutter head를 구동하는 주설비와 후방에서 

주 설비를 보조하는 보조설비로 이루어진다. 개발사양에 따라 

Cutter head는 여러 대로 구성 되며 Cutter head를 구동하는 유

도전동기는 모두 Cutter driver에 설치되어 운전 된다. 만약 

Cutter head가 8대로 구성이 된다면, 한 대당 약 200~300kW급

으로 총 2MW 급에 달한다. 후단에 설치되는 후방 설비들

(compressor, water pump, 이송설비 등)을 포함하며, 총 전기설

비의 용량은 5MW급에 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기 설비의 산

정과 변압기 선정도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 중 하나이다[2]. 특

히 대부분의 설비들이 전동기 방식으로 구동하기 때문에 기동시

에 발생하는 큰 기동전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설비용량 산

정이나 보호설비 설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2.1절에서 언급

하였던 기동방식에 따라 용량별로 적절한 기동방식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용량이 큰 전동기들의 구동은 직입기동, 리액터 

기동, 와이-델타 기동, 소프트 스타터 기동 등의 방식으로는 기

동시 발생하는 기동실패, 계통 전압 강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버터를 이용한 기동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그

러나 여러 대의 구동기가 일시에 구동하거나, 다른 구동기가 기

동상태에서 기동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기동시 발생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본 논

문에서는 회생제동 전력을 이용한 전략적 기동방안에 대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그림 2는 유도 전동기 속도-토크 특성을 나타낸다. 기동시 전

류는 기동토크와 부하토크가 합쳐져 최대 전류를 흘리게 되고, 

이후 속도가 증가하면서 전류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부하토크는 

기동 후 일정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 들고, 이후 최저점을 지

나 다시 속도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3]. 전동기의 토크는 동기속

도와 회전자의 회전속도 차에 의한 슬립의 2차 함수 형태로 나

타나고, 전류에 자승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동기의 최대토크점을 

지나면 슬립S가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토크가 감소하게 된다. 전

표    1 TBM 시스템 전동기별 기동 특성

Table 1 Start-up characteristics of TBM system motor

구  분 기동특성 가속특성 적용부하

전전압 

기동

․전 전압 인가

․기동전류는 

정격전류의 6배  

양호
․30kW 이하 

전동기

Y-△

기동

․전 전압의 57.7 % 

인가

․기동전류는 

정격전류의 2배

기동시간이 길다

․hydraulic oil 

펌프

․ventilation 

system

리액터 

기동

․전전압의 70% 인가

․기동전류는 

정격전류의 3배

․기동특성이 Y-△

방식보다 양호

․제어반 크기가 

크다

-

소프트스

타터

 기동

․기동전류를 

정격전류의 3배로 

제한

양호
․배니 중계 

펌프

인버터 

기동

․기동전류를 

정격전류 범위 

내에서 제어가능

․저속에서 토크가 

크다

․속도제어 요구

되는 설비에 

적용

․cutter driver

․송니 펌프

․배니 펌프

․순환 펌프

․배니중계 펌프

․수압유지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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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정상적인 구동은 부하토크와 전동기토크가 크로스 되는 

P2지점에서 구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4].

전동기 토크에 관한 기계적 방정식과 전기적 방정식을 나타내

면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동기의 토크는 벡터제어시 자속분 

전류 d축 전류도 영향을 미치지만, q축 전류를 제어함에 따라 크

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계적으로 보면 전동기의 토크는 

마찰계수가 전동기 정지상태에서 움직이기 직전의 값이 가장 크

기 때문에 이 때 전동기를 기동시키기 위한 힘이 가장 크게 필

요하다. 

  ⇒ 


             (2)

따라서 식 (2)와 같이 전동기를 가속시키기 위한 토크는 그림 

2의 곡선에서와 같이 전동기토크와 부하토크의 차에 의해 가속하

는 힘을 얻게 된다. 반대로 제동시에는 식 (3)과 같이 제동토크()

에 관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  


    (3)

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버터의 용량과 전동기의 용량

과는 관계없이 속도의 변화량과 제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유도 

전동기가 동작 중 제동을 하게 될 때 그림 2와 같이 4상한 운전

을 하게 되고, 제동토크가 파란색 점선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

게 된다. 제동에 의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따라 저속영역

에서는 제동토크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하나의 전동기가 운전 중 제동

을 하게 되고, 그 제동에 의한 에너지를 또 다른 전동기의 기동 

전력을 사용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처음 운전되는 전동기는 기동 

후 완전히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2의 점1에서 가리키는 부

하토크의 최저점에서 동작하도록 하면 제동토크의 총량이 거의 

최대에 달하게 된다. 이후 전동기2의 기동 후 다시 재가속시 기

동토크가 빠지고 최저 부하점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전동

기1은 최저 부하점으로 제동시키고, 전동기2는 회생전력을 이용

하여 기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림 2의 붉은색 화살표와 같은 

운전 전략으로 구동하는 것이다.

유도전동기의 인버터 제어는 그림 3과 같이 운전 영역에 따라 

정방향 구동 및 제동, 역방향 구동 및 제동을 할 수 있으며, 제

동은 2, 4상한 운전영역에서 동작 시키는 방법이다. 제동방법을 

기계적 제동과 전기적 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고속에서

는 전기적 제동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동시 전동기에는 

역기전력 생성되며, 이 때 이 전류를 얼마나 빨리 소모하느냐에 

따라 제동시간이 결정된다[5]. 이를 위하여 저항을 이용하여 감

속시 발생하는 전력을 소모하는 저항 제동형 방법과 회생 에너지

를 전원 측으로 보내는 전원 회생형 방식이 있다. 

그림 4는 DC Link로 연결된 전동기 구동용 인버터에서 전원

측 에너지를 전동기 측으로 전달하여 전동기가 회전하도록 하는 

powering mode를 나타내고 있다. 유도 전동기 구동은 3상 평형 

전류가 흐르도록 구동되어 시간에 따라 high side 와 low side 

스위치가 (1:2), (2:1), (1:1) 또는 역으로 구동한다. 그 중 그림 

4(a)는 한 상이 오픈이 되고, 나머지 두상이 상보동작을 하는 경

우의 powering mode에서의 전류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4(b)와 

같이 전동기에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경우, 전

동기에서 Lorentz force에 의한 역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인버

터의 스위치는 턴-오프 된다. 이 때 순간적인 역기전력에 의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면, 스위치 양단에 큰 역전압이 걸리

그림 2 유도 전동기 속도-토크 곡선 및 제안된 제동-기동 곡선

Fig. 2 Induction motor speed-torque curve and proposed 

braking-start curve

그림 3 유도전동기 구동 운전영역

Fig. 3 Operation area of Induction motor drive 



Trans. KIEE. Vol. 68, No. 1, JAN, 2019

TBM용 대용량 전동기의 기동 특성 및 개선 관한 연구             47

면서 스위치가 소손될 수 있다. 그러나 전력 반도체로 사용되고 

있는 MOSFET 또는 IGBT 소자는 물리적인 구조상 기생 다이오

드라 불리는 Body Diode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역기전

력에 의한 전류가 전원측으로 흐르게 된다. 이때 이 전류가 소모

되는 량에 따라 전동기의 감속량이 결정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인버터 측에서는 제동저항 또는 

회생저항이라 불리는 저항과 스위치 조합을 병렬로 삽입하여 저

항에서 이 전류를 소모하도록 하는 저항 제동형 방법을 보편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저항을 통해 열에너지를 소

모하기 때문에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고 부피가 커진 다는 

점과 제동의 응답성이 늦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력 소자와 제어 기법 등의 발전과 더불어 

이 에너지를 저항에서 소모하지 않고, 전원측으로 회생하도록 하

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회생전력 방식이 연구와 상용화가 진행

되고 있다. 회생 전력에 대한 연구는 철도와 승강기 구동시스템, 

하이브리드, HEV와 같은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 회생에너지를 이용하여 TBM 시스템과 같은 전동기 

구동 용량이 큰 시스템에 기동시 응용하는 방법이다.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큰 용량의 전동기가 기동전략 없

이 기동이 된다면, 기동시 실패와 계통 전압강하, 수변전 설비의 

소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회생전력을 이용한 전략적 기동방법을 이용

하면 기동시의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2.3 유도 전동기 제어

유도 전동기는 속도 제어를 통해서 제동에 의한 회생 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속응성을 가지는 제어기가 필요하다. 유도전

동기의 토크는 자속과 자속에 직각으로 쇄교하는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3상 평형 전력의 경우 벡터 제어를 통하여 이를 순

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유도 전동기의 경우 동기 전동기와 달

리 자속분과 전류분을 각각 제어해야 함으로 동기 전동기에 비해 

다소 어렵다. 크게 직접 벡터 제어어 방식과 간접 벡터 제어 방

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속도 정보에 의해 슬립 각속도를 제

어하여 기동에서부터 광범위한 속도 범위에서 제어가 가능한 간

접 벡터 제어 방식을 구현한다. 우선 유도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

하여 모델링을 통해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속도 제어기보다 전류

제어기의 응답성이 우수하므로 전류제어기를 구성하기 위하여 임

의의 속도 로 회전하는 농형 유도 전동기를 고정자와 회전자

의 동기좌표계 d-q축 전압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농형 유도 전동기는 중성점이 외부에 연결되지 않고 각 상

전압의 순시합이 0 이라고 가정하면, 영상분 성분은 고려할 필요

가 없다.[6,7] 따라서 레퍼런스 자료를 참조하여 전동기의 회전속

도와 슬립각 속도 를 적분하여 회전자속의 위치를 확인하여 


 가 되도록 제어하고 d축과 q축 전류를 제어하여 유도 전

동기의 토크를 제어하는 간접 제어 방식 제어기를 그림 7과 같

이 PSIM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하였다. 

2.4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

본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TBM 구동 시스템에 있어 

실제 예상되는 용량의 1/10 모델(약 20kW급)로 축소하여 구성하

고, 총 2개가 1개의 변압기 뱅크에 연결되어 구동하는 것으로 모

의 하였다. 전동기의 제동은 부하토크가 최소가 되는 회전속도를 

추정하여 200rpm으로 제동하고 이때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를 기

동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기동되는 전동기는 발생시간이 

짧은 제동 시간을 고려하여 짧은 기동시간을 가지도록 운전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DC-Link에서 연결된 2~4개의 유도 전동기 

구동 인버터를 구성하여, 제안된 기동방법을 검증하였다. 우선 기

존의 인버터 기동 방법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기동방법인 순차적 기동방법에 의한 기동전류에 대한 

해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회생전력을 이용하여 기동하는 방

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2는 해석에 사용된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제정수를 나타낸 

   (a) powering mode        (b) braking mode

그림 4 3상 유도 전동기 구동 인버터 제어 모드

Fig. 4 3-phase induction motor drive inverter control mode 

그림 5 저항형 제동 방식

Fig. 5 Resistive braking method

그림 6 전원 회생형 제동 방식

Fig. 6 Power regenerative bra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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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형 유도전동기 제정수

Table 2 Parameters of Squirrel Cage Induction Motor

Items Values

Stator winding Resistance 290[mΩ]

Stator winding leakage inductance 1.3 [mH]

Rotor resistance referred to the stator side 150 [mΩ]

Rotor leakage inductance referred to the 

stator side
0.7 [mH]

Magnetizing inductance 0.04[mH]

No. of poles 6

Moment of inertia 0.02

Rating Power 20[kW]

(a) 순차적으로 기동하는 경우의 기동전류(상)

(b) 회생전력을 이용하여 제동-기동을 하는 경우(하)

그림 8 순차기동방식과 회생전력을 이용한 기동방식 해석결과 비교

Fig. 8 Comparison of starting analysis results using 

sequential start and regenerative power

표이다.

그림 8은 4개의 전동기가 순차적으로 기동 운전을 하는 경우

그림 9 제안하는 방법에 의한 회생전력 이용 기동시 토크 및 전

류 특성

Fig. 9 Torque and current characteristics at startup using 

regenerative power by proposed method

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회생전력을 이용하여 기동하는 경위의 

기동전류의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순차 기동방법에 의한 

기동전류의 최대값이 약 150[A]로 측정되었고, 회생전력을 이용

하는 경우 55% 정도 감소된 약 83[A]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로 

보아 회생제동으로 인한 전력이 다른 모터의 기동전류로 이용됨

으로써 전체 전류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동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이용한 기동방법에 대한 해석 결과이다. 전동기 1은 정상적으로 

인버터에 의해 기동을 하고 정상상태에 도달 후, 0.1[s]에서 제동

과 동시에 전동기2의 기동을 시행하였다. 이때 전동기1의 회생토

그림 7 간접 제어 방식 유도기 2대 구동시스템 설계

Fig. 7 Indirect control type induction machine 2 units drive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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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전동기2의 기동토크를 발생하는 전류로 사용되어 전동기2의 

기동시 기동전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회생

전력을 이용하여 기동을 하더라도, 회생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약 20ms), 빠르게 기동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또한 회생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기동중인 모터

의 전류가 초기 1대의 전동기를 기동하는 전류의 크기와 비슷하

게 발생이 되지만, 순차 기동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대 전류보

다는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동시 필요한 

전류를 회생전력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초기 기동전류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속도상승중이 전동기의 구동전

류와 제동을 한 전동기의 운전전류의 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초기 기동 전류도 2대를 동시에 기동하는 것보다 약 

40% 이상 낮고, 제동을 시행 후 저속에서 구동하던 전동기1을 

재가속 하여도, 기동토크가 빠지게 되어 재가속 하는데 많은 전

류가 소모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된 방법에 의하여 기

동 후 재가속하는 경우 토크가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0.1[s]안에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게인 튜닝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기동방법에 따른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표이다. 우선 

2대의 전동기가 동시에 기동하는 경우와 한 대씩 순차적으로 기

동하는 경우,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동 회생 전력을 이

용하여 기동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1/10 축소모델의 결과를 토

대로 예상되는 실제 모델의 기동 전류를 예측하였고, 제안된 방

법에 비해 동시 기동하는 경우 2.48배 가량, 순차적인 기동을 하

는 경우도 약 2.14배 가량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N

개의 전동기가 하나의 뱅크에 연결된 경우, 동시 기동과 순차 기

동은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높은 기동 전류를 요구하게 

되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2개 이상의 전동기가 

같이 기동되는 경우, 선 운전 중인 전동기는 최저 부하점에서 동

작을 하고, 다른 전동기는 하나의 전동기 제동에 의한 회생전력

을 이용하여 기동을 하기 때문에, 전동기가 수가 늘어나더라도 

기동 전류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전동기가 하나의 변압기 뱅크에 연결되어 운전되더라도, 회

생 전력을 이용한 기동 방법을 통해 운전하게 되면, 기동 전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그에 따라 수변전 설비도 최대용량을 최소

화하여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기동방법에 따른 결과 분석

Table 3 Comparison analysis of results by starting method

Simultaneously 

Starting

Independently 

Starting

Proposed 
Method 
Staring

Starting Time 58.99 [ms] 58.99 [ms] 7.73 [ms]

Starting Current 

(0.1[pu])
102.8 [A] 88.47 [A] 41.31 [A]

Starting Current 

(1[pu])
1028 [A] 884.7 [A] 413.1 [A]

Relative Ratio 248 [%] 214 [%] 100 [%]

n-motor Staring 

Current[A]
n×1028 

693.7 + (n × 

rating current)

413.1[A]+ 

(n×141)[A]

* rating current ≒ 400[A]

그림 10 제안하는 회생전력을 이용한 기동 방법 4개 모터 제어 

시퀀스

Fig. 10 Starting control sequences using the proposed 

regenerative power for 4-motor 

(a) 1번 모터 운전동작 결과  (b) 2번 모터 운전동작 결과 

 (c) 3번 모터 운전동작 결과  (d) 4번 모터 운전동작 결과 

그림 11 4개 모터의 속도지령에 대한 응답

Fig. 11 Response to speed command of 4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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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험은 4개의 모터로 구성된 TBM용 축소 구동모터 세

트를 이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기동전략 시퀀스를 적용하였다. 1

번 모터는 시작과 동시에 기동을 하고, 0.1초에서 브레이킹을 하

여 200[rpm]으로 감속시킴과 동시에 2번 모터를 기동한다. 마찬

가지로, 0.2초 구간에서는 다시 2번 모터를 200[rpm]으로 감속

하고, 3번모터를 기동한다. 0.35[s]에서는 3번 모터를 200[rpm]

으로 감속시키고, 이 회생전력을 이용하여 4번 모터를 기동시킨

다. 이후 4번 모터는 그대로 정격속도를 유지하면서, 0.05[s]간격

으로 1~3번 모터를 재가동하여 정격속도로 운전한다. 

그림 11은 각 모터의 제어전략에 따른 속도지령에 대한 모터

의 운전동작 결과를 나타낸다. 각 제어전략에 따른 기동시퀀스에 

따라 각 모터가 원하는 속도에서 운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순차제어 방식을 적용한 기동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회생전력을 이용한 기동방법에 따른 기동전류의 비교결과

를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기동결과 3번모터 기동

시 최대 약 45[A]가량 출력되었고, 순차기동의 경우 4번 모터 

기동시 최대 약 108[A]가량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던 결과와 유사하게 약 58%가량 기

동전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순차기동법과 회생전력을 이용한 기동법에 의한 기동전

류 비교

Fig. 12 Start-up current comparison by using sequential start 

and regenerative power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BM 시스템과 같이 여러 대의 대용량 전동기

가 운전되는 단독 수전 설비에 있어, 기동 전류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동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기존의 

기동방식들 보다 인버터를 이용한 전동기의 기동이 상당히 기동

전류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가 단일 뱅크에 접속

된 경우, 정지된 전동기를 기동할 때 상당히 많은 전류가 필요하

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동기의 제동시 발생하

는 회생 전력을 이용하여 다른 정지된 전동기를 기동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동하는 경우 기존의 기동 방법들 보다 기동전류를 상당

히 줄일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1/10 축소모델에 대하여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최적의 제동-기동 운전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동과 기동의 

최소 부하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C- 

Link로 연결된 시스템을 토대로 회생전류의 활용법을 검증하였으

나, 실제로는 회생 전력을 계통으로 연결되는 AC-Link로 back- 

to-back 컨버터 구조를 구성하여 양방향 전력제어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이는 계통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제어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어적 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고, 이는 차후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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