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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oling system’s operation ratio shall be controlled automatically by the internal·external temperature sensors 
in rolling stock. 
The Cooling System shall be the automatic operation ratio control system which automatically controlling the 
rotation speed of condenser, evaporator etc. using temperature detection from outside and inside of cabi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oling system that can be provide comfortable cooling service for passenger in 
summer.

1. 서론

철도차량의 냉방 시스템은 각 차량의 내, 외부의 온도 센서에 의하여 자동으로 가동율이 제어되어야 

한다. 실내,외 온도 감지를 통해 인버터 제어장치에 의한 응축기 및 증발기 등의 회전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가동율 제어 시스템이어야 한다.

철도차량에서 여름철 승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버터를 통한 냉방제어시스템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시스템의 구성

HVAC 인버터 제어 장치는 HVAC 제어기, 증발기 팬용 인버터(3KW), 응축기 팬용 인버터(22KW)로 구성

이 된다. HVAC 인버터 제어장치는 차량 하부에 취부되어 냉방장치 Unit 2개를 제어 하게 된다.

2.1.1 시스템의 구성

HVAC 제어기는 전원 공급장치(Power Supply Module), 냉방장치 및 인버터 제어를 수행 하는 PCB 제어

기 MPM(Main Processing Module), IOM(Input Output Module), MVB 통신 및 USB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MVBM(MVB Module)로 구성 된다. 

(1) PSM(Power Supply Module)

차량에서 입력되는 전원 100V DC를 입력 받아 HVAC 제어기의 제어 전원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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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PM(Main Processing Module)

MPM 주 제어기로서 냉방 장치의 제어 및 응축기 및 증발기 팬용 인버터의 속도 제어를 수행 하게 

된다. 또한 MPM은 MVBM과의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을 MVB 통신의 SD(Status Data) 

및 SDR(Status Data Request)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3) IOM(Input Output Module)

  IOM은 주 제어기인 MPM과 CAN통신을 통해 외부장치의 출력신호를 전송 받아 IOM에 연결된 외부 장  

     치의 출력을 수행 하며 또한 외부장치의 입력값을 주제어기인 MPM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MVBM (Multifunction Vehicle Bus Module)

MVBM은 USB를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차량 제어 시스템과의 MVB통신을 수행한다.

2.2 HVAC 인버터 제어장치의 기능 구성

2.2.1 운전 모드의 설정 

  HVAC 인버터 제어장치 모드는 MVB통신에 의해 운전되는 원격 운전과 본체에 에어컨의 냉매 충진 등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구성된 직입 기동 스위치를 이용하여 운전 하는 본체 운전 모드가 있다. 

   2.2.1.1 원격 운전에서의 운전 설정

(1) 자동 100% 냉방 운전 : 가동율을 최대 100% 운전을 수행 할 수 있는 냉방 운전

      (2) 자동 50% 냉방 운전 : 가동율 최대 50% 운전을 수행 할 수 있는 냉방 운전.

      (3) 자동 환기 운전 

      (4) 냉방 시험 운전

      (5) 환기 시험 운전

(6) 자동 100% 냉방 운전 : 냉방 운전 모드의 선택을 실외 온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가동율 최대 100% 냉방 운전을 수행 할 수 있는 운전.

2.2.2 설정 온도 제어 

HVAC 인버터 제어장치의 설정온도의 결정은 실외온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인 UIC 553에 의해 

결정된다. UIC 553에 의한 설정온도의 결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UIC 553에 의한 설정온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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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서 보듯 실외 온도가 19℃ 이하에서는 설정온도는22℃로 고정이 된다. 

설정온도의 결정 식은 식 1과 같으며, 실외 온도가 19℃ 이상에서 적용 된다. 

  ]C[  )19(25.022 o-+= oTSetpont   ( oT : 실외 온도)    -----------------(1)

설정 온도는 MVB 통신을 통해 1℃ 단위로 최대 ±5℃ 까지 20℃~ 30℃ 범위 내에서 설정온도를

가변 할 수 있다. MVB 통신을 통해 입력된 설정온도 가변 값을 적용 하여 설정온도를 결정하게 

되며, 각 차량별로 MVB 통신을 통해 전송되는 설정온도 가변 값을 달리 한다면 각 량별로 제어를 

달리할 수 있다. 

2.2.3 자동 100% 냉방 운전 모드의 결정 

MVB 통신을 통해서 전송된 운전 설정이 자동 100% 냉방 운전일 경우 HVAC 인버터 제어장치는 실

내 온도 및 실외 온도를 기준으로 자동 100% 냉방 운전을 결정 하게 된다. 냉방 운전의 결정은 

그림 2.과 같이 실외 온도 및 실내 온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림 2.를 보면 실외 온도 13℃ 이하가 되면 자동 100% 난방 운전을 수행 하며 15℃ 이상에서는 

실내 온도가 20℃ 이하에서는 송풍 운전을 수행하고 23℃ 이상에서는 자동 100% 냉방 운전을 수

행한다. 각 모드의 변경에는 3℃의 Dead-Band 가 존재한다.

그림 2. 자동 100% 냉방 및 난방 운전 모드의 결정

2.2.4 냉방 제어 

냉방 제어는 자동 100% 냉방 운전, 자동 50% 냉방 운전 그리고 냉방 시험 운전으로 구분 된다. 

냉방 제어는 실내 온도를 설정온도에 일치 하게끔 하는 제어 방식으로 허용 되는 최대 운전에 따

라 자동 가동율 50%와 100% 운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자동 100% 냉방 운전의 경우 허용되는 최

대 가동율이 100%로 모든 압축기를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모든 압축기를 가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 증발기 팬용 인버터의 속도제어를 통해 급기 풍량을 가변하여 냉방 가동율 제어를 수행 

하게 된다. 자동 50% 냉방 운전의 경우는 모든 압축기를 기동 하지 못하고 50%의 압축기 운전만

을 허용 한다. 50% 압축기 운전 상태에서 증발기 팬용 인버터의 속도 제어를 통해 50% 가동율 제

어를 수행 하게 된다. 

(1) 자동 냉방 제어시의 증발기 팬 및 응축기 팬의 속도 제어

자동 냉방 운전중에 HVAC 인버터 제어장치는 실내 온도와 설정온도를 기준으로 증발기 팬용 인

버터의 속도 제어를 통해 자동 가동율 운전을 수행 한다. 설정온도와 실내 온도에 의해 결정되

는 증발기 팬용 인버터의 속도는 그림3, 그림4와 같다. 

응축기 팬의 속도 제어는 실외 온도를 기준으로 그림5와 같이 자동 속도 제어가 수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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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내 온도에 따른 증발기 팬의 속도 결정 

그림 4. 실내 온도에 따른 압축기 운전

그림 5. 응축기 팬의 실외온도에 따른 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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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 냉방 제어의 세부 기능

  자동 냉방 제어 중 수행 되는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동 냉방 운전 초기 압축기 기동 시 3분 이상의 초기 압축기 기동 지연    시간을 

갖는다. 초기 압축기 기동 시간은 압축기 고압 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

이 차량 별 기동 시간 지연 달리하여 동시 기동을 방지 하도록 한다.

- TC1, TC2  CAR : 3분

- M1 CAR : 3분 10초

- M2 CAR : 3분 20초

- T, T1 CAR : 3분 30초

(2) 자동 냉방 운전 중 환기운전은 자동 수행 된다. 환기 운전은 CO2 설정값을 기준으로 

    자동 환기 운전을 수행한다.

(3) 자동 냉방 운전 중 라인 플로우 팬은 압축기와 연동 되어 운전 한다. 만약 TCMS로 부

터 라인 플로우 팬 수동 운전 신호가 입력될 경우 더 이상 압축기와 연동되어 운전되지 

않는다.

(4) 자동 냉방 운전중 압축기의 기동은 동일 SIV에서의 동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1분을 

시분할 하여 특정한 시간 영역 대에 오직 1대의 압축기 기동만을 보장 한다. 특정 시간

대의 압축기 기동 영역은 그림 6.와 같다.

그림 6. 차량 별 압축기 기동 가능 영역

(5) 자동 냉방 운전중 운전되는 압축기는 교번운전을 통해 압축기 내구성을 최대화한다.

            (6) MVB 통신으로부터 연장급전 신호 인가시에는 자동 100% 냉방 운전 설정이 된 경우에도

                자동 50% 냉방 운전을 수행 한다.

(7) 실외 온도가 15℃ 미만인 경우 압축기 운전은 제한되며, 환기 운전과 라인플로우 팬 

    운전만이 수행 된다.

(8) 자동 냉방 운전 중 압축기 재 기동은 압축기 고온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3분의 압축기  

 재 기동 시간을 경과 한 이후 재 기동을 수행 할 수 있다.

(9) 자동 냉방 운전 중 정지 설정이 인가되었을 때 압축기 및 응축기 팬이 정지 하고 나서  

 3분 동안 증발기 팬을 운전 한 뒤 정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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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방 시험 운전

냉방 시험 운전은 초기 기동 시간 지연을 갖은 후 실내 온도 조건과 관계없이 7분 동안 자동 

100% 냉방 운전을 수행 한다. 7분간의 시험 운전이 종료 되면 운전은 자동 정지 되며, 운전

중 발생한 이상 현황을 MVB 통신을 통해 전달한다. 

2.2.5 환기 제어  

  환기 제어는 자동 환기 운전과 환기 시험 운전으로 구분 된다.자동 환기 운전은 자동 냉방 제어 운  

    전 시 CO2 설정 값 대비 측정된 CO2 농도를 기준으로 자동 환기 운전을 수행한다. CO2의 설정 값은  

    MVB 통신으로부터 전송 되나 만약 MVB로 부터 CO2 설정값이 전송 되지 않을시에는 기본값으로 일반  

    시간 대에는 2500ppm, 출퇴근 시간대에는 3500ppm을 CO2 설정값으로 적용한다. 

(1) 자동 냉방 운전 시 자동 환기 운전

자동 냉방 운전시 자동 환기 운전은 CO2 설정 값에 따라 배기 댐퍼(Ventilation Damper), 배

기 팬(Ventilation Damper), 신선 공기 댐퍼(Fresh Air Damper)를 제어 한다. 

CO2 설정 값은 MVB 통신으로 출,퇴근 시간 대와 일반 시간대의 설정 값을 구분하여 전송 할 

수 있다. CO2 설정 값에 따라 측정된 CO2 농도가 높으면 환기 운전을 수행 하며, 측정된 CO2 

농도가 CO2 설정 값 보다 500ppm 이하로 낮아지면 환기 운전은 정지 하게 된다. 

자동 냉방 운전 중 환기 운전이 중지 되더라도 자동 냉방 제어는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2) 출,퇴근 시간 대의 환기 운전

출,퇴근 시간대의 환기 운전은 MVB 통신으로부터 전송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대

를 판단 하여 CO2 설정 값을 달리 적용 하여 자동 환기 운전을 수행 한다. 일반 시간대와 출

퇴근 시간 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출퇴근 시간 : 06시 30분 ~ 09시 00 분 , 18시 00분 ~ 21시 00 분

(2) 일반 시간 : 출 퇴근 시간을 포함 하지 않는 시간 

MVB 통신으로부터 전송되는 차량 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판단하게 되나 만약 MVB 통

신으로부터 차량 시간을 전송 받지 못할 경우는 HVAC 인버터 제어장치의 RTC(Real Time 

Clock)를 시간을 적용한다. 

(3) 환기 시험 운전

환기 시험 운전은 5분간의 환기 운전을 수행 하여 이상 발생 현황을 MVB 통신을 통하여 전송 

한다. 환기 시험 운전 중에는 CO2 농도와 상관없이 증발기 팬, 배기팬, 신선공기 댐퍼, 배기 

댐퍼를 동작 하여 정상 상태 여부를 확인 한다. 이때 증발기 팬 속도는 100% 속도로 운전을 

한다.

3. 결론

냉방 제어는 실내 온도를 설정온도에 일치 하게끔 하는 제어 방식으로 허용되는 최대 운전에 따라 자

동 가동율 50%와 100% 운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자동 100% 냉방 운전의 경우 허용되는 최대 가동율이 

100%로 모든 압축기를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모든 압축기를 가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 증발기 팬

용 인버터의 속도제어를 통해 급기 풍량을 가변하여 냉방 가동율 제어를 수행 하게 된다. 자동 50% 냉

방 운전의 경우는 모든 압축기를 기동 하지 못하고 50%의 압축기 운전만을 허용 한다. 50% 압축기 운전 

상태에서 증발기 팬용 인버터의 속도 제어를 통해 50% 가동율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인버터를 통한 속

도제어를 통하여 보다 더 쾌적한 냉방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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