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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analysis on new equipment for power quality in electrified railway. 

The proposed equipment consists of series and parallel inverter. Each inverter is connected by 

capacitor as dc link. This structure can be compensated for active and reactive power in 

catenary through transformer.

-----------------------------------------------------------------------------

 1. 서론

  국가 교통 물류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부고속철도를 위시하여, 여러 간선철도의 전철화 사업으

로 인하여 국내의 전철노선의 연장을 확장 일로에 있다. 이 같은 국내 전기철도의 확충은 한국전력의 

일반전력계통과 전기철도 시스템과의 잦은 연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전력계통에서는 단

상시스템이며, 이동하는 집중부하 특성을 갖는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으로 인한 전력품질 저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전기철도 입장에서는 전력품질 문제에 대하여 수용가로서 규제사항의 충실한 의무수

행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전력에서는 전력품질 문제중 불평형과 고조파 전압왜형율을 전기철도와 한국전력시스템이 

접속되는 PCC에서 일정 제한치로서 규제하고 있다[1]. 이에 따라 현재 경부선에는 고속신선의 경우 능

동필터가 대구 이남의 기존선 구간에서는 수동필터가 설치되어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1,2]. 그러나 이는 선로의 고조파 전류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내 기술이 아닌 외국기술

에 의존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전기철도에서는 고조파 문제뿐 아니라 3상전력의 2개 단상 변환과 M

상과 T상의 부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압불평형도 종종 문제시 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렬 및 병렬 인버터로 부하불평형 및 전압강하 보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설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 완료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축소형 모델을 설계 및 제작 하였으며, 구축된 

설비를 통하여 여러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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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하 불평형

  개발한 보상설비는 앞서 서론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단상 견인에너지의 상간 불평형을 해소하고자 제안

한 것이다. 부하불평형은 국내 철도와 같이 3상전력을 2개의 단상전력으로 변환하여 열차에 공급하는 

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국내 교류전기철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코트 변압기가 3

상측(1차측)의 평형을 가장 잘 구현하지만 단상측(2차측)이 부하평형을 이루어야만 1차측이 평형이 되

기 때문에 상업운전시 부하평형을 이루기는 매우 힘들다. 

 다음 그림 1은 신청주변전소에서 측정한 M상과 T상의 소비전력(유효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변전소 55kV측 부하 

그림 2. 변전소 M상과 T상의 부하차이

그림에서와 같이 KTX의 상업운행시 발생하는 부하 불평형이 상당한 수준이며, 이는 열차가 이동하며 

집중된 부하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위와 같은 불평형이 순시적으로 계속 발생

한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이 1시간 측정결과인데 두 상간 평형을 이루는 상태는 매우 짧은 순간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평형인 순간은 두 상 모두에 열차가 급전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부



하 불평형은 3상측의 전압불평형으로 이어져 역상전압으로 인한 회전기기들의 손상과 과열을 일으키며, 

양쪽 단상의 부하의 최대값을 고려하여 주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므로, 실제 사용 용량에 비해 주변압

기의 용량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설비의 개념과 그 축소형 시험설비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논하고

자 한다. 

 3. 보상설비 구조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부하불평형 해소를 위한 보상설비를 제안하고 제안한 설비의 H/W 

시험을 위한 축소형 모형을 개발하였다. 

 3.1 제안하는 보상설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력품질 보상장치는 직렬보상장치와 병렬보상장치가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

며, 그 개략적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5]. 제안한 시스템은 스코트 변압기 2차측에 M상과 T상에 각각 

설치된다. 

  그림 3의 점선부분 안에 있는 것이 제안하는 보상설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차선로에 직렬

로 변압기를 통하여 연결된 인버터와 병렬로 연결된 인버터가 한쪽 상에 하나씩 연결된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직렬 및 벙렬 인버터는 캐패시터를 통하여 DC-Link를 공유하며 연결되어 있어,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력의 사용으로 각종 전력품질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용된다. 

  

그림 3. 보상설비 개념도
 3.2 축소형 시험설비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력품질 보상설비의 축소형 모델의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교류 철도 급전시스템의 개략 모델과 보상설비의 용량 축소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급전



시스템의 개략모델은 구축한 축소형 보상설비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급전시스템과 동일

한 구조를 가지지는 않지만 그 특징은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즉, 국내 교류 급전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인 3상 전력의 2개 단상 변환은 실제 급전시스템의 스코트 변압기를 용량을 축소하여 설

계하였다. 따라서 T상과 M상의 부하불평형 모의가 가능하다. 또한 부하단의 소용량의 인버터와 전동기

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의 철도부하를 모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 개발한 축소형 보상설비의 개념도

그림 5. 개발한 축소형 보상설비



그림 6. 제어 구조

  그림 5는 그림 4에서 보여준 제안 설비를 개발한 것이다. 그림에서 배전반 형태의 좌측이 각종 제어

장치와 인버터가 내장된 것이다. 우측이 부하로 사용되는 전동기 모습이다. 이렇게 구성된 H/W설비는 

그림 6과 같은 제어 구조에 의해 각 상의 부하 및 보상부의 인버터를 제어함으로서 의도한 기능이 발휘

될 수 있다. 그림 6은 DSP 보드 단위로 구성된 각 제어 로직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그림과 같이 구축된 설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정시험을 하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실계통 적

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4. 보상설비 시험

  2장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부하불평형은 교류 급전시스템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

안한 설비를 3장에서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구축된 설비를 이용하여 수행한 시험결과들에 대해 논한

다. 

 4.1 부하불평형 시험 

  구축한 축소형 피시품은 2개의 단상(M상 및 T상)간에 발생한 부하 불평형을 보상하는 성능을 시험하

고자 개발하였다. 보상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간 부하불평형을 상정하여야만 한다. 본 설비

에서는 상간 부하 불평형을 상정하기 위해 각 상에 2개의 전동기를 설치하였다. 전동기중 하나는 전기

차를 모의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 전동기의 전류 제어를 위한 서보모터이다. 시험은 주전동기의 속

도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서보모터의 전류제어를 통하여 양상의 부하차이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수행한 시험은 다음과 같다. 

  1) M상과 T상의 부하출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부하 상승

  2) M상의 출력을 고정시키고 T상의 출력만 단계적 상승

  1)의 시험은 서로 동일하게 부하를 유지시키며, 출력조정을 하는 시험이다. 이 결과는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출력의 조정에 따라 M상과 T상의 출력이 동일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전동기의 제어로 각상의 출력이 가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두상의 동일한 부하조정 출력

  2)의 시험은 한쪽 상은 출력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상의 출력만을 증가시켜 모든 출력상태에서 부하 

불평형을 상정가능한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림 8은 이 시험의 결과 파형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측정기

상의 B상(T상)은 최대출력으로 고정시키고 A상(M상) 은 최저출력에서부터 최대출력까지 증가시킨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최대 출력전에 B상의 출력을 최저로 맞추어 A상과 동일 출력을 갖는 것을 방지 하였

다. 본 논문에서 의도한 시험 목적이 충실히 유지 되는 것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향후에는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각 상간 부하를 보상하는 시험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8. 상간 부하 불평형 시험 결과

 4.2 PLL(Phase Lock Loop) 시험 

  그림 6에서 설명하였듯이 구현된 설비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전원부와 부하측간의 각종 전압, 전류값

을 읽어 제어 기준치를 설정하고 읽은 값들과의 차를 보상하는 제어를 통해서만 목표로 한 기능을 구현

할 수 있다. 즉, PLL은 실제 발생한 전압의 위상을 검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다음 그림 9는 구현한 

PLL알고리즘을 통하여 얻은 전압파형과 실제 측정한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파형과 PLL을 통하여 얻은 파형의 위상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림 9. PLL 구현 파형 검토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교류 전기철도용 부하불평형 보상설비의 축소형 모델의 개발과 간단한 시험과

정을 통한 설비의 성능을 하였다. 제안한 설비는 기존의 병렬형 보상설비와는 달리 DC-Link를 통한 직

렬 및 병렬형의 조합으로 선로에 무효전력의 보상뿐만 아니라 유효전력의 보상도 할 수 있다. 

  현재 본 축소형 설비의 경우 구축단계에 있지만, H/W 제작의 완성과 더불어 개발한 제어 알고리즘의 

구축으로 보상부의 시험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H/W와 S/W의 완성 후에는 M상과 T상의 전력융

통으로 인한 상간 부하 불평혀을 해소시키고 부가적으로 가능한 전압보상 효과도 검증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험으로 설비의 주요소들의 정격 혹은 동작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계통에 적용할 

수 있는 설비의 제작 노하우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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