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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Subway train types since SeoulMetro opened the Line No.1 in 1974.

Propulsion control device has changed many times following the generations of control method from resistance 

control method which uses large resistor for the traction motor control to chopping control which uses power 

semiconductors and finally to inverter control.

Railroad vehicle propulsion control device refers to devices such as converter/inverter which supply power for 

subway operation, power conversion equipment like small switching-mode power supply and traction motor.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every part of railroad vehicle propulsion control device of SeoulMetro so we 

can find problems in the subway operation. And we will present propulsion control device model which 

makes minimized failures, efficient maintenance possible when replacing railroad vehicle later. By doing this, 

we hope to ensure stability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to the top.

1. 서 론

1974년 서울메트로 1호선이 개통된 이후 동차 차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기를 용량의 항

기를 통하여 제어하는 항제어방식과 력반도체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쵸 제어, 인버터제어 동차 

순으로 발 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추진제어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 왔다.

최근 철도차량의 추진제어장치는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 IPM기반 1C4M으로 운 되고 있으며, 고무차

륜 경량 철은 IGBT 기반 1C1M, 역철도 차량은 IPM기반 1C2M(일본 히다치사 차량), 고속철도 차량

(KTX-1)은 GTO 기반 1C1M, KTX-2는 IGBT기반으로 운 되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는 이미 오래 부

터 1C4M과 1C1M, 1C2M이 개발되어 용되고 있다.

도시철도 차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 제어방식은 주회로 구성이 간단하고 량  부피를 일 수 

있고 유지보수  경제성 측면에서 장 이 있으나, 공 축의 토오크 제어가 어렵고 재 착성능이 개별

제어방식에 비하여 떨어지며 인버터 고장시 동기 4 의 구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은 추진제어시스템 고도화, 승객 편의성 향상을 하여 재 2호선 VVVF 동차에 용되어 

운 인 1C4M 추진제어 방식을 1C2M으로 개선함에 따른 효과분석을 시행하고 이론 인 타당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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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추진제어시스템 발전동향

추진제어시스템에 용된 력용 반도체 소자는 70년 에는 다이오드와 사이리스터가 주류를 이루었

고, 80년  말부터 90년  에는 류형 소자인 GTO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스 칭 주 수가 낮고 게

이트 구동회로가 복잡하며 별도의 스 버 회로를 구성해야 하는 단 이 있다. 90년도 후반 압형 소자

인 IGBT가 개발되면서 기존 소자 체품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최근에는 IGBT에 보호기능이 내장된 

IPM을 채용한 시스템이 용되고 있다.

최근 철도차량의 추진제어장치는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 IPM기반 1C4M으로 운 하고 있으며, 고무차

륜 경량 철은 IGBT 기반 1C1M, 역철도 차량은 IPM 기반 1C2M(일본 히다치사 차량), 고속철도 차

량(KTX-1)은 GTO 기반 1C1M, KTX-2는 IGBT를 기반으로 1C2M 운 되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는 이

미 오래 부터 1C4M과 1C1M, 1C2M이 개발되어 운  용되고 있다.

그림1. 1C4M  1C1M 시스템

지 까지 동차의 동기 제어방식은 모터가 1량당 1개의 인버터를 사용하여 4개의 견인 동기를 제

어하는 일 제어방식(1C4M)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일 제어방식은 주회로 구성이 간단하고 량  

부피를 일 수 있고 유지보수  경제성 측면에서 장 이 있으나, 공 축의 토오크 제어가 어렵고 재

착성능이 개별제어방식에 비하여 떨어지며 인버터 고장시 동기 4 의 구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단

이 있다.

재 기술의 추세는 시스템의 제어성  신뢰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1개의 

인버터가 1개의 동기를 제어하는 개별제어방식(1C1M)은 한 동치 축에서 발생하는 공 이 다른 

동기 축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우수한 재 착제어가 가능하다. 한 각각의 인버터를 개별 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고정 도의 토오크제어가 가능하며 인버터 고장시에도 고장인버터만 OFF하고 운 할 

수 있으므로 차량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완 기제동제어에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1C4M의 일 제어를 통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차세  

동차 등 도시철도/경량 철 차량에서는 서서히 1C1M의 구동시스템을 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

지는 업운 을 하고 있지 않다.

동차를 비롯한 철도차량의 추진제어장치에 용되고 있는 방식은 1C1M, 1C2M, 1C4M 방식으로 크

게 나  수 있는데, 각각에 해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축  이동 보상이나 차륜경 보

상, 시스템 확장성 등에 1C4M인 경우 어려운 반면 1C1M일수록 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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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YSTEM 구성 방식

1C1M 1C2M 1C4M

H/W 구성
1개의 인버터로 1개의 견

인 동기 개별제어

1개의 인버터로 2개의 견

인 동기 제어

1개의 인버터로 4개의 견

인 동기 제어

공 , 활주,

재 착제어

1) 1축의 공 에 한 상

축만 재 착 제어가능

2) 공 시 가속도 하를 

낮게 억제할 수 있다.

3) 승차감에 한 향이 

작다.

1) 1축의 공 에 해 2축 

분의 토크 감

2) 공 시의 편성 가속도 

하를 1C4M에 비해 

우수

3) 1C4M 비 승차감에 

한 향 작음

1) 1축의 공  발생시 4축 

분의 토크 감

2) 공 시 편성 가속도의 

하

3) 승차감에 향을 

공 활주 검지
자축 회 수만 입력하여 

회 수 변화로 제어

자축, 타축 입력하여 2축 

비교

자축, 타3축 입력하여 4축 

비교됨. 비교강도를 높이

면 재 착 제어빈도가 높

아져 검지 감도를 낮추어

야 함

축  이동 보상 평균 착력 향상 가능
제어 인버터군에 따라 

이동 보상 가능함
동시 축  보상 불가

차륜경 보상
가능

(차륜경차의 향이 작음)

제어 인버터군에 따라 가

능함(동일 INV에 의해 제

어되는 2축간의 향이 큼)

동시 보상 불가

스 칭 주 수 1K～2KHz 1KHz 800～1KHz

게이트 력의 

소모

압형 구동으로 력손실 

감.
좌동 좌동

소음화 ◎ ○ ○

CUT-OUT 

단
각 동기 단 2개 동기 단 4개의 동기 단

필터 리액터 각 동기 단 2개 동기 단 4개의 동기 단

시스템 확장성 ◎ ○ x

가격 불리 보통 유리

유지보수비 불리 보통 유리

곡선 주행성능 유리 보통 불리

냉각 자연/강제 냉각 용이 자연보통/강제 냉각 유리 자연 보통

도표1. 추진제어시스템 구성방식에 따른 특성

2.2 2호선 VVVF전동차 추진제어장치의 개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2호선 VVVF 동차는 로템에서 제작하여 2007년 도입되었으며, 추진

제어시스템의 경우 1 의 인버터가 4 의 견인 동기를 동일군으로 일  제어하는 방식이며, 압형 

PWM 제어방식, 가변 압 가변주 수 제어방식으로 역행  제동시 정토크, 정출력, 정 압 제어 특성

역을 갖고 있으며 응하  제어, 재 착 제어, 회생시 가선 압 한계 제어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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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기호( 는 약호) 정 격 수 량 비 고

Power Electric
 Module

PEM
3,300V/1,200A

(IPM)
1 PM1200HCE330-1

제어기 CONTROL - 1 32Bit Microprocessor

제동 쵸퍼 스택 BCH
3,300V/800A

(IGBT)
1 CM800E2C-66H

원 필터 장치 PFU

릴 이 유니트 - - 1

필터 커패시터 FC 6,000μF 1

류센서
BCT

CTU,CTV,CTW
4 CS2000BR

압센서 DCPT 1 EM010-9318

방  항기 DCHRE
7.5kohm
(1.5k, 5S)

HOS type

2.2.1 주요 구성품

도표2. VVVF 인버터 주요 구성품

2.2.2 주요구성품 개요

PEM(Power Electronics Module)은 6개의 IPM(Intelligent Power Module : 게이트 구동장치 내장) 

력반도체 소자, 소자의 냉각을 한 냉각장치  소자를 기 으로 연결해주는 부스바로 구성되어 있

다. 인버터는 1개의 PEM으로 U-V-W 3상을 구성하며 제어기의 IPM의 온-오  스 칭 지령에 의해 

직류 압을 가변 압, 가변주 수의 3상 교류로 변환시켜 유도 동기를 구동한다.

IPM 스 칭 소자를 사용한 동차 추진제어장치(Converter/Inverter)는 구동회로와 보호기능을 내장된 

용량 IPM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여 자연냉각방식(Heat pipe)의 컨버터와 인버터 스택을 포함한 추진제

어장치, 2-병렬 PWM 컨버터의 제어, 벡터 제어와 슬립 주 수 제어의 병용기법 등이 용되었으며 4

의 210[kw] 유도 동기를 병렬 구동하는 동차 구동 시스템에 용하 으며, 주요구성품은 다음과 같

은 역할 수행한다.

- Power Electric Module (PEM)

PEM은 6개 IPM (Intelligent Power Module : 게이트 구동장치 내장) 력반도체 소자, 소자의 냉각

을 한 냉각장치  소자를 기 으로 연결해주는 버스바로 구성되어 있다. 인버터는 1개의 PEM으로 

U-V-W 3상을 구성하며 제어기의 IPM의 온－오  스 칭 지령에 의해 직류 압을 가변 압, 가변 

주 수의 3상 교류로 변환시켜 유도 동기를 구동한다. 이때 소자에서 발생되는 열은 히트싱크, 히트

이  (냉매 : 증류수  질소)로 달되어 주행에 의한 자연 냉각 방식의 공기 환류에 의해 발산되도록 

되어 있다.

- 제어기 (Controller)

제어기는 역행 제어, 회생 제동 제어, 슬립 / 슬라이드  재 착 제어 그리고 주회로 상의 기기들에 

한 보호 동작을 수행한다.

- 제동 쵸퍼 (BCH) 스택

제동 쵸퍼 스택은 다이오드를 포함하고 있는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력 반도체, 

IGBT를 구동하기 한 GDU (Gate Driver Unit), IGBT의 스 칭 온－오 시 서지 압을 안정화하기 

한 클램  캐패시터  력 반도체 소자의 냉각장치인 Heat－Sink  버스바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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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류를 검지하기 한 류 센서도 포함되어 있다. 제동 쵸퍼 유니트는 제동 항기와 기 으로 

연결되며 회생 제동시 가선 이탈 등과 같은 상에 의해 회생에 지가 고립되면 필터캐패시터 (FC)에 

과 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제동 쵸퍼가 동작하여 제동 항기를 통해 FC의 회생에 지를 항으로 

태운다. 한 이때 차량에서는 충격 방지를 해 회생 제동을 서서히 이면서 공기 제동으로 환하는 

혼합 제동을 수행한다.

- 원필터장치 (PFU : Power Filter Unit)

제어 원 유니트는 차량의 100V 밧데리 원을 수 하여 Noise Filter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후 IPM의 원장치, 제동 쵸퍼 유니트의 GDU, 제어기  릴 이 유니트에 안정된 DC 100V 압을 공

한다.

- 릴 이 유니트 (Relay Unit)

원필터장치의 원을 수 하여 추진제어장치의 기동 시 스  보호 동작 시 스를 제어기의 지령

을 받아 수행한다.

- 필터 캐패시터 (Filter Capacitor)

오일방식의 필터 캐패시터는 필터 리액터와 조합하여 L-C 필터 회로가 되어 가선 류  귀선 류

에 포함된 고조  류 성분을 억제하고 인버터장치에 입력되는 가선 압의 안정화 역할을 하며 인버

터를 압형 인버터로 되게 한다.

- 류 센서

Closed Loop  통형의 류센서로써 류 / 류 변조기이며, 홀 소자에 의해 입력 류의 자계의 

변화를 검출하여 입력 류에 비례하는 류 형태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 압센서 

Closed Loop 형식의 압 센서로써 압 / 류 변조기이며, 홀 소자에 의해 입력 압을 입력 압

에 비례하는 류 형태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 DCHRE

권선 항 5개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캐패시터의 자연방 용 항으로 사용된다.

2.3 2호선 VVVF 전동차 추진제어시스템 개선 필요성

2.3.1 본선 운행 중 추진제어시스템 문제점

서울메트로 2호선의 하루 이용고객은 2백만명으로, 서울시민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오  혼잡시간 

최  혼잡도는 202%에 달하며, 동차 운행시격은 평균 2분 30 이다.

2호선 본선 총 역수는 43개 역이며, 오  혼잡시간 에는 1.36개 역당 1편성의 차량이 거하여, 순환

선인 2호선의 특성상 원활한 운행을 해서는 정확한 운행시격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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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호선 VVVF 전동차 추진제어시스템 개선

서울메트로 2호선 동차 주회로 계통의 안정화를 하여, 행 1C4M방식의 추진제어시스템을 1C2M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2.4.1 추진제어시스템 모델(회로도)

  

그림2. 1C4M 추진제어 방식                       그림3. 1C2M 추진제어 방식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 철도차량 추진제어시스템에 주로 용되고 있는 1C4M 제어방식에서 1C2M으로 

개선하기 하여 2호선 VVVF 동차에 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이론 인 특성과 용량, 호환성에 하

여 검토하 으며, 개선한 결과 승차감 향상  운행장애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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