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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d on the VVVF Inverter for 1C4M propulsion system of railway traction. The 
paper includes the comparsion along a VVVF Inverter electric power conversion element for an 
electric railcar(GTO, IGBT). These inverters are composed of high power IGBTs and controlled 
by compact control units. The stack is simplified and optimized by using plate bus and IGBT 
driver units of hybrid-type. 
--------------------------------------------------------------------------

1.  서  론

  최근의 교통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녹색교통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대중교통수

단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기술의 도입으로 도

시철도는 급속한 발전을 꽤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내구연한 연장 및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개량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지고 있다.  

도시철도 전동차의 견인용 구동장치는 그 동안의 전력전자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저항제어

장치에서 Chopper 제어장치, 그리고 최근에는 유도전동기의 구동을 위한 인버터 장치로 발

전되어 왔다.

또한 사용소자의 변천으로 보아도 Chopper 제어장치에서 사용되었던 Thyrister에서 인

버터장치에는 GTO 가 사용되어오다가 최근에는 IGBT가 새로운 스위칭 소자로 사용되어지

기 시작되었다.

GTO에 비해 스위칭 주파수나 소음 및 GDU의 간단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여타 산업용 

인버터에서는 널리 애용되어왔던 IGBT가 철도차량 구동용 인버터에는 사용되어지지 못했

던 주된 이유는 IGBT 소자의 용량이 GTO의 용량에 비해 부족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에 일본 및 유럽의 여러 IGBT 제조회사에서 비교적 대용량의 IGBT가 생산됨으로서, 이제 

철도차량용 인버터에도 IGBT가 채용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장치인 GTO Thyrister 방식의 VVVF 인버터

를 소자의 단종 및 노후화 등에 따른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고려한 최근 적용되는 대용량의 

IGBT를 주 소자로 한 인버터로 개량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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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

   그림1은 GTO VVVF 인버터의 주회로를 보여주고 그림2는 IGBT VVVF 인버터의 주회

로도를 보여준다. GTO VVVF 인버터는 고속도차단기(HSCB)함, FL박스, 인버터 장치함으

로 구성되어 있다.

  IGBT VVVF 인버터는 GTO VVVF 인버터의 고속도차단기함과 FL박스는 그대로 사용하

며 인버터 장치함만을 새롭게 개조한다. IGBT VVVF 인버터는 GTO VVVF 인버터와 호환

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며 기존의 차량 및 제동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역시 

동일한 회로로 구성된다.

  따라서 IGBT VVVF는 기존의 IES스위치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과전압 억제를 위

한 OVCRf유니트(크로우바 유니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3상 인버터부는 고속스위칭과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최신 IGBT를 사용하였다. IGBT를 사용함으로서 스너버 회로는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인버터 스택의 간략화를 도모하였다.

  표1은 IGBT VVVF 인버터의 사양을 보여준다.

그림1. GTO VVVF 인버터부 주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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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IGBT VVVF 인버터부 주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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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양

인버터 방식 2 LEVEL 3상 전압형 PWM INVERTER

소자정격
주회로 소자 3.3kV-1,200A 모듈형 IGBT

과전압 제어용 소자 5.0kV-470A THYRISTOR

소자구성
주회로 소자 1S × 1P × 6A 

과전압 제어용 소자 1S × 1P × 1군

냉각방식 자연냉각방식

입력

제어전원 정격 DC 100V

제어전원 변동범위 DC 70V ~ DC 110V

정격 입력전압 연속정격  DC1,500V

최대 입력전압 최    고  DC1,800V

최저 입력전압 최    저  DC900V

출력사양

전    압  3상 0V ~ 1100V (rms)

주파수    0 ~ 163Hz

최대용량  1,640KVA

부하 3상유도전동기 정격

210kW(연속정격)

AC1,100V-135A

4대 병렬 구동

환경조건

주위 온도 -20℃ ~ +40℃

보존 온도 -35℃ ~ +50℃

성능보증 온도 -25℃ ~ +40℃

상대습도 20% ~ 90%(결로 없는 상태)

제어방식 VECTOR 제어

PWM 변조방식 CAREER 분산형 비동기PWM⇔과변조⇔1P MODE 

설계 최대 속도 100km/h

최대 운행 속도 80km/h

표 1. IGBT VVVF 인버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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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GTO(Gate Turn Off)와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비교

  기존의 GTO(Gate Turn Off Thyristor)를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서, 인버터와 컨버터

의 스위칭 소자로 사용하는 IGBT의 기본적이 구조와 동작 원리를 설명한다. 

(1) IGBT와 GTO 사이리스터의 비교 

  표2는 IGBT와 GTO 사이리스터를 비교한다.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GTO

(Gate Turn Off Thyristor)

개

요

IGBT는 MOSFET의 높은 임피던스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낮은 포화 전압

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GTO는 게이트 전류가 정방향이거나  게이

트에서 캐소드로 흐를 때, 턴온 되는 자기 

소호 기능이 있다. 반면에 게이트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르거나, 캐소드에서 게이트로 

흐를 때, 턴오프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동

작 

원

리

게이트와 에미터(순방향 바이어스) 사

이에 전압이 인가될 때, MOSFET이 턴

온되고 pnp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전

류가 인가되어 IGBT가 턴온 된다.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은 0 또는 

역방향이 될 때 IGBT는 턴오프 된다.

 

GTO 사이리스터의 “역방향 블록킹 상태”, 

“오프 상태”, 그리고 “온 상태”는 일반적인 

사이리스터와 같다. “온 상태”에서 GTO 

사이리스터의 게이트와 캐소드 사이에 역

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하면, pn junction A

는 역방향 바이어스되고, 아노드 전류는 게

이트에 흡수된다. 그래서, 온 상태를 유지

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

노드에 양성자 수가 변하여 전압이 인가될 

때, pn junction B는 역방향 바이어스되고, 

GTO 사이리스터는 오프 상태로 변한다.

(1)전압 구동

(2) 구동 회로 : 작음

(3) 전력 손실 : 적음

(4) 스위칭 주파수 : 최대 2kHz

(5) 자기 소호 기능 : 제공됨

(6) 내 전압 : 최대 3300V 

(1)구동 방법 : 전류 구동

(2) 구동 회로 : 큼

(3) 전력 손실 : 많음

(4) 스위칭 주파수 : 최대 500Hz

(5) 자기 소호 기능 : 제공됨

(6) 내전압 : 최대 6000V

특 

징

‐ 구동 방법 : 전압 구동

‐ 구동 회로 : 작음

‐ 전력 손실 : 적음

‐ 스위칭 주파수 : 최대 1.2kHz

‐ 자기 소호 기능 : 제공됨

‐ 내전압 : 최대 3.3kV 

‐ 구동 방법 : 전류 구동

‐ 구동 회로 : 큼

‐ 전력 손실 : 많음

‐ 스위칭 주파수 : 최대 500Hz

‐ 자기 소호 기능 : 제공됨

‐ 내전압 : 최대 6.0kV

표2. IGBT와 GTO 사이리스터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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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VVF 인버터(IGBT)의 주회로 구성품

3.1 주요 구성품

  주회로 구성품은 고속 스위칭 소자 (IGBT)를 채용한 2LEVEL 방식의 VVVF 인버터

장치로서, ARM UNIT 3개, OVCRf와 CONTROL UNIT 각각 1개를 수납하고 있으며 

상세 구성품 정보는 표 3과 같다.

순번 품명 수량 기기기호 비고

1 Inverter Unit 3

INV-U

INV-V

INV-W

주회로 소자 : IGBT(3300V,1200A)

스누버 커패시터 : 2000V, 200㎌

Gate Drive : IGDU-A2

2 OVCRf Unit 1 OVCRf
주소자 : Thyristor(5000V,470A)

HCT : 300A/10V

3 Control Unit 1 TCU

PIP18, INF23.1, INF23.2, PIP22

INF79, PWS24, PWS27, DIP13

DOP02, PUZ33, PWM33, EOC09

4 Isolating Switch 1 IES Inverter 접지 스위치

5 Magnetic Contactor 2
LIK 주접촉기(DC1500V,1000A)

CCK Capacitor Charging 접촉기

6 Filter Capacitor 3 FC 필터 커패시터(1800V, 1800㎌)

7 DCPT Unit 2
DCPT1 입력단 전압센싱(3000V/10V)

DCP2 필터커패시터단 전압센싱(3000V/10V)

8 ACPT Unit 2
ABVMD U-V상 전압 센싱(2000V/5V)

ACVMD U-W상 전압 센싱(2000V/5V)

9 Current Transformer 4

LCMD 입력단 전류 센싱(3000A/10V)

ACMD U상 전류 센싱(3000A/10V)

BCMD V상 전류 센싱(3000A/10V)

CCMD W상 전류 센싱(3000A/10V)

10 Relay Unit 1 U-RELAY HSHR, SSR, INR, HSCR, LSR

11 Resistor
1 CCZ 충전저항

1 OVRe 방전저항

12 Power Supply
1 PS1 DC100V/DC24V

1 PS2 DC24V/AC48V

13 CAM Switch 1 CAM

표3. VVVF 인버터 주요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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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VVF 인버터 외형도

(a) 전면부

(b) 후면부

그림5. VVVF 인버터 박스의 외형

  그림 5에 제안된 VVVF 인버터 장치의 외형도를 보여준다. 기존의 VVVF 인버터와 

취부 호환성 및 주회로 배선 등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함의 사이즈와 기본 구조는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각 장치는 유지보수와 접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니트 단위로 설계되어 있으며 

취부와 취거가 간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장치를 국산화함으로서 향후의 

유지보수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장치의 주요부품인 인버터 유니트는 자연냉각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없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없애고 구조를 단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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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신의 대용량 IGBT를 주소자로 이용한 1C4M의 부산도시철도 2호선 

VVVF 인버터 개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부품 수급의 용이성과 유지보수 시간 단축, 추

진제어장치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IGBT와 GTO 사이리

스터를 비교하여 IGBT와 GTO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도시철도 2호선 VVVF 인

버터 장치는 고성능 제어 유니트의 벡터 제어뿐만 아니라, 소형화 할 수 있는 인버터의 스

위칭 소자로 IGBT를 사용하여 국산화 및 성능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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