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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 Electric Railway feeder voltage is DC 1500V and AC 250000V.
The auxiliary power supply of the vehicle auxiliary power units for domestic electrical feed has been developed 
with domestic technology hyeonchae mounted station, and domestic uses, such as voltage, have been export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do not use at domestic that can be used for DC 3000V voltage auxiliary power unit does not develop, 
vehicle exports global. This has already been replaced by imported products from other nations is a real situation.
Thus, our auxiliary power unit for the DC 3000V was developed, it will be exported to Ukraine.
In this paper, We introduced circuit and structure of developed auxiliary power supply unit, and verified the 
performance with output characteristic of the auxiliary power unit.

1.  서  론

국내 철도차량용 전기 급전 전압은 AC 25000V와 DC 1500V 이다. 차량의 보조전원을 공급하는 보조

전원장치는 국내 전기 급전에 맞게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현차에 탑재되어 운행하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보조전원장치는 국내와 같은 급전 전압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국내 보다

낮은 급전 전압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압 보다 높은 전압인 DC 3000V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전원장치는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인해 차량 수출시 기개발되어 있는 다른 국가의 보조전원장치를 수입하여

대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에서는 DC 3000V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 전동차 수출을 위해 DC 3000V용 보조전원장치를 개발

하였으며, 더 나아가 AC 25000V에서도 동작 가능하도록 AC/DC 겸용인 보조전원장치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한 AC 25000V와 DC 3000V 겸용 보조전원장치에 대한 소개

와 그 성능을 기술 하였다.

2.  본  문

2.1 보조전원장치의 역할

전동차 탑재되는 전력변환장치로는 크게 주변환장치와 보조전원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주변환장치

는 차량의 견인전동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써 차량이 구동할 수 있도록 가선 전압을 변환

하는 장치이다. 보조전원장치는 차량의 구동에 필요한 전력이외에 에어컨, 히터 등 차량의 서비스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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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보조전원장치는 입력되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AC 전원용, DC 전원용, AC/DC 겸용 보조전원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AC 전원용은 가선 전압을 주변압기를 통해 보조전원장치에서 필요로하는 전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며 DC 전원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DC 전원용인 경우는 판토그래프에서 직접 전원을

인가 받으며 AC 전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다. AC/DC 겸용은 AC 전원구간에서는 변압기를 통해서

전원을 인가 받고, DC 전원 구간에서는 판토그래프에서 전원을 인가 받는 원리이며, AC/DC 구간 모

두에서 사용가능하다.

보조전원장치는 출력 전압의 형태에 의해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출력 전압의 형태에 따라 AC, DC,

AC/DC로 구분된다.

출력 전압인 AC 전용은 부하가 대부분 모터 부하일 경우 주로 사용되어 지며, DC 전용은 배터리 충

전기 및 DC 제어 전원의 공급으로 사용된다. 고속전철, 전기기관차 등은 AC 전용과 DC 전용이 분리

되어 별도의 장치로 탑재된다.

AC/DC 전용은 1개의 보조전원장치에 AC 전압과 DC 전압을 출력하고 있으며, 주로 EMU에 많이

사용된다.

금번 당사에서 개발한 보조전원장치는 AC 25000V와 DC 3000V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AC/DC 겸용

보조전원장치이며, 그 출력 전압은 AC 전압과 DC 전압을 모두 공급한다. DC 전압 공급을 위해 보조

전원장치 내부에 신뢰성 높은 배터리 충전기를 포함하고 있다.

 2.2 보조전원장치의 사양 및 구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조전원장치는 차량의 에어컨, 히터, 공기 압축기, 배터리, 조명, 등의 보조

부하에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주요 사양은 도표 1과 같다.

도표 1. 보조전원장치 사양

항목 사양 비고

주회로 정류기+2중 초퍼+12상 인버터

냉각방식 자연 냉각(히트파이프)

정격용량 250kVA

입력

AC

정격전압 AC 1560V(가선 AC 25000V 일 때)

변동 전압 AC 1248 ~ AC 1809V(가선 19kV ~ 29kV)

주파수 60Hz

DC
정격전압 DC 3000V

변동 전압 DC 2200V ~ DC 4000V

출력

AC

정격용량 220kVA

정격 전압 3상 4선식, AC 440V(+5%, -10%)

주파수 60Hz

왜율 5% 이하

DC
정격용량 30kW

정격전압 DC 100V(+5%, -10%)

소음 70dB 이하(1m 측정시)

동작 온도 -40°C ~ +40°C

중량 35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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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조전원장치는 AC/DC 겸용 제품으로 AC 전원은 주변압기에서 가선 전압 AC 25000V를 AC

3000V로 변경하여 공급받는 구조이며, DC 전원의 경우 판토그래프에서 DC 3000V를 직접 받는 구조이

다.(그림 1 참조)

그림 1. 보조전원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AC 전원 구간에서는 변압기에서 인가되는 AC 전압이 단상 전파정류기를 통해 DC 전원으로 변환

되고, 그 변환된 DC 전압이 초퍼에 인가된다. DC 전원 구간에서는 판토그래프를 통해 DC 가선 전압

이 직접 초퍼에 인가되는 구조이다.

DC 전원이 초퍼에 인가되면, 초퍼는 전압을 안정된 DC 전압으로 변환하여 인버터에 공급한다. 보조

전원장치의 용량이 큰 관계로 인버터는 12상으로 구현하였으며, 초퍼에서 공급되는 안정된 DC 전원을

캐패시터를 통해 분압하여 인버터에 공급되며 인버터는 AC 출력 전압을 생성한다.

인버터에서 출력된 AC 전압은 변압기를 통해 부하에 적절한 전압으로 변환되며, 변압기로 인해 고

압과 저압이 절연되게 된다.

변압기 후단에는 출력용 접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조전원장치가 안정된 출력 전압을 생성하면,

출력 접촉기를 투입하여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출력 접촉기가 투입되면 배터리 충전기에 전원이 공급되어 배터리 충전기가 동작하며, 이때 DC

100V가 출력된다.

그림 2. 보조전원장치의 외형도

1656



AC 전압을 정류기를 통해 DC 전원으로 변환된 전압을 일정하고 안정된 전압으로 변화하는 장치인

초퍼는 그림 4와 같이 효율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2중 초퍼로 구현하였으며, 경향화, 모듈화 설계를

통해 조립, 유지보수 및 검수시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3. 보조전원장치의 초퍼 모듈

초퍼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정한 DC 전원은 인버터를 통해 AC 전원으로 변환된다. 보조전원장치의

용량이 250kVA이며, 이를 자연냉각방식으로 적용시 히트파이프의 크기 한계로 인해 인버터를 12상으

로 적용하였다.

인버터 모듈은 그림 4와 같이 6상 인버터 1회로 히트파이프 1개에 모듈형태로 구현하였으며, 보조전

원장치 1대에는 2개의 인버터 모듈이 장착되게 된다.

그림 4. 보조전원장치의 인버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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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조전원장치의 시퀀스 및 출력 특성

  보조전원장치의 입,출력 시퀀스를 살펴보면, 단상 주변압기의 3차 권선으로부터 AC 25kV가 AC

3000V로 변압되어 정류기를 통해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DC 전원을 충전 접촉기를

통해 일정한 전압만큼 캐패시터를 충전시킨다. 이 초기 충전으로 인해 캐패시터로의 돌입전류를 제한

할 수 있다. 그 후 주접촉기를 접촉해서 캐패시터를 완전 충전 후 충전 접촉기는 차단하게 된다.

캐패시터가 완충되고 충전 접촉기가 차단되면, 2중 초퍼를 구동하여 DC 3000V를 DC 1500V의 안정

된 DC 전압으로 변환 시키고, 이 전압을 인버터 전단의 2개의 캐패시터가 분압하여 저장한다. 이렇게

분압 저장된 DC 1500V를 12상 인버터 모듈에서 AC 전압을 생성하면 변압기에서 변환비에 의해 AC

440V로 변환하게 된다. AC 440V가 안정적으로 생성되면, 출력 접촉기를 투입하여 부하에 전원을 공급

하게 된다.

 gate on

AC 

AC 

그림 5. 보조전원장치 시퀀스 파형

보조전원장치의 시퀀스 파형이 그림 5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5의 시퀀스 파형을 보면 입력 전원

인가 후 충전 접촉기가 On되고 일정 시간 후, 주접촉기가 On 되며, 잠시 후 충전접촉기는 off 된다.

그 후에 초퍼와 인버터가 동작하고, AC 440V의 전압이 생성 되면, 출력 접촉기를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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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3000V  DC 3000V

그림 6. 보조전원장치의 출력 특성 데이터(부하 100%)

  그림 6은 보조전원장치에 AC 3000V와 DC 3000V의 입력 전압을 인가한 후 부하 100%(220kVA, DC

30kW)를 연결하였을 때 AC 출력 전압 특성 데이터이다. 그림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력 전압이 AC

일 때와 DC 일때 거의 비슷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출력 전압의 왜율(THD)이 3% 이하를 나타

내고 있어 대단히 안정적이고 깨끗한 출력 전압을 생성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당사에서 개발한 AC/DC 겸용인 보조전원장치의 주회로 및 구조, 모듈 설계, 출력 특징 등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 소개된 보조전원장치의 특징은 가선 전압의 종류에 관계없이 

AC 전원 구간, DC 전원 구간 구분 없이 동작 가능하며, 특히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압인 DC 

3000V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류기, 초퍼, 인버터 등의 모듈화 설계로 부피 및 무게를 감소시켰으며, 제품의 조립, 유지보

수, 검수시 편의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성능적으로는 보조전원장치의 출력 전압 특성이 

기존 국내 전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보조전원장치의 출력 특성과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으며, 특히 

출력 전압 왜율이 3%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조전원장치의 부하들에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압을 

공급함으로써 보조전원 부하들의 안정성 및 수명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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