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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wer semiconductors of Line 4 auxiliary power supply uses GTO(Gate turn off) to control the 
static voltage of double chopper, so no current circuit is required at turn off. Using a transistor 12 waveform 
inverter, it has advantage of low noise, low loss of snubber, small size and light weight, and fast switching speed. 
This unit is a fixed, natural cooling type and is used to supply stable power to air conditioner, main air 
compressors and control devices. Therefore, if a failure occurs in this device, air conditioner failure, generation of 
pressure air required for starting the electric motor vehicle and controlling the doors are inevitable, which greatly 
affects the safe operation of the electric vehicle and safety of passeng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tudy the 
case of malfunction caused by the auxiliary power unit during operation, and it was studied for the purpose of 
making subway as safe and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by preventing disorder and minimizing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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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장치로는 추

진제어장치, 구동장치 및 제동제어장치, 주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냉방장치 및 

보조전원장치 등이 있다. 이들 장치 중에서 

보조전원장치(SIV)는 여름철에 고장이 발생

하면 냉방이 가동되지 않아 전동차 내부온도

는 외부온도와 같은 정도로 매우 무덥다. 또

한, 주공기가 생성되지 않아 출입문을 제어

하는 제어공기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보조전원장치는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타

고내리는 출입문과 쾌적한 실내온도를 맞춰주

는 냉방장치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고장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

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

구는 보조전원장치(SIV)의 불량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고장발생을 예방하고 민원발생

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운행이 되고자 고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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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구동 원리

 

주회로는 크게 나누어 초퍼회로와 인버터 

회로 및 그 외의 회로로 구성된다. Fig.1에 

보조전원장치(SIV)의 System Block을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①은 강압초퍼회로를 나타낸

다. 초퍼소자는 2800V, 1000A의 GTO 사이리

스터를 사용한다. 2중 초퍼방식으로 통류율 

제어에 의해 입력전압 1500V를 DC 770V 일정

전압으로 강압한다. 2중 초퍼방식은 리플전

압 및 전류가 작고, 초퍼주파수는 높게 설정

되어 가선전압변동 및 부하변동에 대해 양호

한 정전압 출력을 얻는다. 초퍼주파수는 신

호, 통신설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360Hz

를 사용한다. 그림에서 ②는 인버터회로를 

나타낸다. 인버터회로는 1000V, 600V의 Power 

Transistor Module로 구성되고, 초퍼부의 출

력전압 DC 770V를 분압한 DC 385V를 입력전

압으로 한다. 구동방법은 2대의 인버터를 

30°위상차를 가지고 운전하여 그 출력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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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출력파형의 왜율을 개선하는 12상 인버터 

방식으로 한다. 그림에서 ③은 초퍼부 스위

칭에 의한 입력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한 평활 

리엑터(FL), 평활 콘덴서(FC1, FC2)이며, 돌

입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초기 충전회로이다. 

그림에서 ④는 SIV 장치가 정지함과 동시에 

콘덴서의 전하를 방전시키기 위한 방전회로

이며, ⑤는 출력파형의 정현파화를 위한 소

형 AC Filter회로이다[1~3]. 

2.2 사고 사례

 1) SIV Control PCB 고장

            Fig. 2 SIV Control PCB

 PS PCB는 DC 100V 전원을 받아서 Control 

PCB에서 필요한 전원, 즉 +5V, ±15V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Sensor PCB는 각종 

sensor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서 기준 

Level과 비교하여 각종 과전압, 과전류 혹은 

저전압 등을 sensing하는 기능을 한다. DPS 

PCB는 Sensor PCB로부터 전송되는 digital 

신호를 받아서 latch한 후 LED로 display 

해주는 기능을 한다. PLC PCB는 GTO 초퍼의 

PWM 제어신호와 인버터의 PTR ON/OFF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Monitor 

PCB는 SIV의 각부 전압이나 전류 및 DSP 

PCB에 표시되는 각종 Fault 신호와  PLC 

PCB의 입출력 제어신호를 감지하여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

2) PS(Power supply) 고장

전원공급기(Power supply)는 DC 100V를 

투입과 동시에 전원부에서 ＋24V를 출력하며, 

＋24V가 고주파 전원부에 입력되어 고주파 

전원부의 출력으로서 30K~50di/dt 구형파 

전압이 출력된다. 이 전압을 Base 구동회로 

내의 변압기를 통하여 Base 구동회로의 전원으로

Fig. 3 Power supply

공급된다. 제어 회로부에 회로동작 개시신호가 

입력되면 인버터부의 출력전압을 변압기를 

통하여 검출하고 이것을 Base 구동회로에 

입력하여 인버터부와 초퍼부의 Base 전류를 

제어하므로써 인버터의 출력전압이 400Hz, 

26.5V의 교류전압이 되도록 한다.

Fig. 1 Block Diagram



3) GUC(Gate Drive Unit) 고장

           Fig. 4 Gate Drive Unit

 GUC는 GTO에 Gate신호를 On, Off시킨다. 

4) BDU(Base Drive Unit) 고장

Fig. 5 Base Drive Unit

BDU는 Inverter단 각각의 Transistor를 

구동시켜주는 신호를 만들어 준다.

5) ACC(AC Filter Capacitor)고장

          Fig. 6 AC Filter capacitor

ACC는 3상 교류출력을 평활화하여 왜율이 

적은 출력파형으로 만든데, ACC고장일 경우 

콘덴서분압 이상으로 나타난다.

6) Resistance(RB,RC,RD) 고장

Fig. 7 Resistance

저항유니트는 전면부에 충전용 저항(RC)과 

방전용 저항(RD)을 배치하는데, 초기충전용 

저항 RC(RD)에 흐르는 전류의 역류방지용 

다이오드(BDD)로 구성되며, 절연판에 조립되어 

있고, 다이오드는 저항의 도체에 부착되어 

전체가 유니트화 되어있다. 

7) DDC Board 고장

             Fig. 8 DDC Board

제어회로 내 DDC 보드는 16비트 CPU를 

사용해 소프트웨어로 각종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며, MCBR-G, SUAR-V카드로 구성된다.

 8) Air conditioner 고장

            Fig. 9 Air conditioner

 응축기 및 증발기 모터의 고착으로 SIV의 고

장을 발생시킨다.

         Fig. 10 Number of component failures 

Fig. 11 3 year component failure rate 



 

Fig. 10은 부품에 대한 고장건수를 조사한 결과 

SIV Control PCB가 가장 많았고,    

전원공급기(PS) 〉GUC(GUB포함) 〉BDU 〉 ACC 

콘덴서 〉RB(저항류) 〉DDC 보드 〉 CQ콘덴서 

〉공기압축기(CM) 〉냉방장치 순으로 나타났다. 

Fig.11은 SIV의 3개년간 평균 부품 고장율을 

나타낸다. SIV의 전체 고장 중에서 SIV Control 

PCB가 차지하는 고장율은 32.9%, 전원공급기 

(PS)는 27.7%,  GUC (GUB포함)는 17.4%,  BDU는 

14%, ACC는 6.7%,  RB(저항류)는 6.7%, DDC 

보드는 4.4%, CQ콘덴서는 2.2%, 공기압축기(CM)는 

1.1%, 냉방장치는 0.01%로 나타났다. 

 

3. 결 론

전동차 보조전원장치(SIV)의 고장이 

발생하면 승객이 이용하는 출입문과 실내 

냉방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장 빈도수가 많은  부품과 그 

부품의 3개년 평균 고장율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많은 고장을 발생시킨 부품은 SIV  

Control PCB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원공급기(PS)의 고장이 

27.7%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100V 

입력전원을 공급받아 5V,±15V를 출력하는 

PCB류와 ±24V를 출력하는 전원공급기 

소자의 노후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품 확보 및 신뢰성 있는 국산화 개발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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