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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urban MAGLEV vehicle for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Maglev railway,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t the moment, in Korea.

For analysis of urban MAGLEV, we have measurement power a special quality of MAGLEV operating the 

center science museum in Deajeon. 

1) The power property related to urban MAGLEV vehicle demand on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Maglev railway  track and  substation capacity compared to the result given.

2) The optimum design of substation is determined based on the analysis.

3) The equipments of substation are determined based on the analysis.

The result of measurement performance, therefore, enables us to reflect the good property,  to the power 

supply design. The result of research performance, therefore, enables us to reflect the Power Supply System 

design for the stabilized and economized MAGLEV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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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언

  인천 국제공항에 약 6km의 자기부상 열차 노선을 건설하여 2012년 운행할 국책 프로젝트가 수립되

어 현재 기본 및 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토목, 건축, 기기 분야의 설계는 금년 말에 완료될 계획

이며, 전력, 신호, 통신 분야의 설계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세부검토 및 시스템 상호간의 인터페이스 문

제를 고려하여 설계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노선에서 운행될 자기부상차량은 중저속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로서 설계속도 110km/h 운행 최고속도 100km/h를 목표로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중앙 과학관과 엑스포 공원 사이의 약 1km구간 에서 시범운행 중인 자기부상 열차의 성능 및 제원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차량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인천 국제공항에서 자기부상열차가 상업 운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중저속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운행하는 세계기록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차량설계가 완료되고 

시제품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대전에서 시범운행중인 자기부상차량의 전력특성을 측정하여 이

들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인천 국제공항에 건설될 변전설비들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설계하는데 참

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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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현황 

  대전 국립 과학관 자기부상열차의 전력특성 측정은 2007년 12월에 약 10일간에 걸쳐서 측정되었다. 

측정은 대전 국립 과학관과 엑스들 공원 사이를 2량 1편성의 자기부상차량이 왕복 운행하는 중에 과학

관 자기부상역사의 1층에 위치한 변전소에서 측정하였다. 그림1은 대전 국립과학관의 자기부상열차 노

선과 운행 중인 차량의 모습이다. 그림2는 대전 국립과학관 자기부상역사의 전경과 이역사의 1층에 위

치한 변전소 내부의 모습이다

  

              a. 과학관 노선                                              b. 자기부상차량 운행

그림1. 과학관 자기부상열차 노선과 차량운행 

  

                      a. 과학관 자기부상 역사                            b. 자기부상용 변전소 내부

그림2. 과학관 자기부상역사와 변전소 내부

  변전소 설치된 주요 자기부상열차의 변전설비들의 제원은 표1과 같다. 변전소에서 측정한 항목과 내

용은 표2와 같다. 측정 장비는 전력 정밀 분석 장치로서 RPM(Reliable Power Meter)을 전력분석계로

서는 H10K13169를 사용하였다. 변전소의 수전측과 정류기의 1차측 CT 및 PT에 측정장치를 연결하여 

전압, 전류, 전력은 100ms의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고조파, DC가선전압은 1sec의 간격으로 측정하였

다. DC가선전압은 노선의 거더 양측에 취부된 Positive 및 Negative Power Rail에 정상상태의 역행중

에 흐르는 전압과 제동시의 회생전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변전소의 급전단의 DC전원측에서 측정하였다. 

그림3은 측정장치와 CT 및 PT에 측정장치를 연결하여 측정장치에서 관련 항목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표1. 자기부상열차 주요변전설비의 제원 

설비명칭 설비제원 설비명칭 설비제원

수전용량  2000kVA, 22.9kV 역사전력용변압기용량 250kVA

차량급전방식 예비2회선 방식 정류기용량 1500kW

차량급전용변압기결선 Δ/Δ-Y,22.9/590-590V 정류전압 DC1500V

차량급전용변압기용량 1750kVA 직류고속차단기반 DC1800V, 2000A

역사전력용변압기결선 Δ-Y, 22.9/380-220V 제동 저항기 DC1500V, 200kW

 

                      a. CT 및 PT 연결                          b. 측정장치

그림3. 측정장치와 CT 및 PT 연결



     표2. 주요 측정 항목과 내용

항 목 내 용 측정위치

전압, 전류, 전력

차량이동시 공급전압의 변화와 불평형율

차량속도와 부하전류의 변화

차량속도와 부하전력의 측정

- 수전측

- 정류기 1차측

무효전력 및 역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측정

부하전력과 역률의 변화

- 수전측

- 정류기 1차측

고조파
전압 및 전류 종합왜형률(THD) 측정

각 차수별 전류고조파 양 측정
- 정류기 1차측

가선전압 및

회생전력 측정

운전조건과 가선전압의 변화 측정

운전조건과 회생전력 분석
- DC 전원측

A.C

D.C 전차선(+)

레일(-)

역행

수전 회생

타행    

APU
(100kW)

VVVF

(700A/1량)
INV

소내전원

부상

LIM

LIM

LIM

LIM

LIM

LIM

추진(3S/2P)

+

-

Positive×2

Negative×2

Collective shoe

+

-

+

-

  

APU
(100kW)

VVVF

(700A/1량)
INV

소내전원

부상

LIM

LIM

LIM

LIM

LIM

LIM

LIM

LIM

추진(4S/2P)

+

-

Positive×2

Negative×2

Collective shoe

+

-

+

-

회생저항기

RCB

회생릴레이

RR

  

                                            a. 과학관 차량                    b. 인천공항 차량

  그림4. 회생시스템 구성                           그림5. 자기부상차량의 전기적 회로도

  고조파 제한을 위한 각국의 규정은 다음 표3과 같으며, DC1500V 전기철도 구간에서 회생시스템을 변전소에 반

영하는 개략도는 그림4와 같다. 과학관의 자기부상열차의 전기적 회로구성은 그림5와 같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운

행될 자기부상열차의 전기적 회로구성은 그림6과 같다. 이들 자기부상열차의 전기적 회로도를 비교할 때 인천에서 

운행될 자기부상차량의 추진력은 보강될 것으로 보여 지며 이로 인하여 추진력과 관련된 VVV 인버터장치의 용량

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고조파의 크기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 복선구간에서 상하선

에 차량이 중첩되어 운행될 경우 가선전압을 통하여 고조파가 중첩 확대 재생산되어 변전소로 유입되어 정류기측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를 위하여 차량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면밀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표3. 고조파 제한 규정

국 가 별 규    제    치 (%)

한    국
154 [KV] 이상 1.5이하

66 [KV] 이하 3.0이하

일    본
150 [KV] 이상 1.0이하 각차 주파전압 0.5%

6.6 [KV] 이하 2.0이하 각차 주파전압 1.0%

미    국
2.4~69 [KV] 5.0 독립된 전력계통 8.0

115 [KV] 이상 1.5 독립된 전력계통 1.5

IEEE

69 [KV] 미만 5.0 개별적 전압제한 3.0

69~161 [KV] 2.5 개별적 전압제한 1.5

161 [KV] 초과 1.5 개별적 전압제한 1.0

3. 측정결과 및 분석 

1) 수전전압의 경우 열차운행 중에도 22.809~ 23.097[V]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전압측정 결과는 그

림6와 같다. 정격전압 22.9kV의 -0.4 ~ +0.86%의 아주 적은 변동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 시 최

대전력은 621kW였다. 수전전압은 부하전력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한전의 공급 유지기준인 

22.9kV±2.5%를 만족하고 있다.



2) 차량의 가속상태에서 열차속도와 전류는 비례해서 상승함을 보이며 이는 그림7과 같다.속도가 

40km/h일 경우 전류는 약 16A이며, 제동기어(B7)를 사용하여 감속 시 회생전력에 의해 전류는 0A가 

되고 가선전압은 상승하고 있다.

3) 차량의 가속상태에서 열차속도와 전력은 비례해서 상승하였으며, 속도가 40km/h일 경우 전력은 약 

621kW이다. 무효전력은 유효전력에 비례해서 상승하고 차량전원 투입 시 전력은 약 40kW, 부상 또는 

기어중립(N) 운전 시 약 80kW임을 그림8은 보여준다. 열차가 50초동안 최고 55km/h로 가속 시 전력

은 약 1000kW까지 상승하였다. 차량의 소요전력은 전원공급 시 약 40kW, 부상 시 약 80kW를 필요로 

하며, 변속기어를 P1으로 운전 시 속도는 약 20km/h, 전력은 250kW로 일정하다.

4) 무효전력은 부하의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상승하나, 역률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0.97 ~ +0.99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한전의 전기공급 요구치인 95%이상을 만족하고 있음을 그림9에서 알 수 있다.

5) 전압 불평형률은 0.45 ~ 0.6%로 변동이 거의 없음을 그림10에서 보이며, 한전의 전기공급 기준 값

인 ±3%이하를 만족하고 있다.

6) 운전형태와 속도 및 전력과의 관계측면에서 과학관에서 EXPO로 자기부상차량이 운행 시 정류기 1

차측에서 측정한 결과는 그림11의 a가 나타내고 있다. 수평구간에서 P1운전시 속도는 약 20km/h, 전력

은 약 250kW로 일정하고 열차부상상태 또는 기어중립운전상태의 전력은 약 70~90kW이다. EXPO에서 

과학관으로 자기부상차량이 운행 시 정류기 1차측에서 측정한 결과는 그림11의 b가 나타내고 있다. 초

기 약 40초 동안의 전력상승부분은 선로의 상승경사구간이며, 회생제동 시 잉여전력에 의해 전력은 

0kW로 표시되며 가선전압을 상승시키고 있다.

7) 전압고조파 종합왜형률 (V-THD)은 1.2 ~ 1.5%로 전력변화에 대해 변동이 크지 않으며, 한전의 고

조파 관리기준인 66kV이하인 경우 3%이하를 만족하고 있음을 그림12의 측정결과에서 알 수 있다.

8) 전류고조파 종합왜형률 (I-THD)은 10 ~ 16%로 전력변화에 대해 변동이 크지 않으나IEEE Std.519 

관리기준에서 단락비가 100이하인 경우 12%이하로 규제하는 기준을 일부 상회하고 있음을 그림13의 

측정결과에 보이고 있다. 고조파 발생량은 정류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시범노선 설계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9) 각 차수별 전류고조파는 정류기가 12펄스 방식이므로 12n±1의 고조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측

정결과인 그림14에서 볼 수 있으며, 11~17차의 경우 IEEE Std.519 관리기준인 4.5%이하를 약간 상회

하고 있다. 부하전력이 늘어날수록 고차수 고조파 함유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 열차운행시 가선전압의 변화를 측정결과 그림15를 통해 살펴보면 열차운행 시 가선전압은 

1580~1600V로 거의 일정하고 회생제동 시 가선전압은 약 1890V로 상승하고있다. 과학관의 설계에서

는 가선전압의 상승을 제동저항기의 열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 제동전력은 잉여

전력으로서 이를 인버터에 의해 역사전력 등으로 회수할 경우 에너지 절약 및 전력품질의 안정성 등 많

은 이점이 있으므로 시범노선 설계에 회생시스템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6.전압측정         그림7.전류측정         그림8.전력측정       그림9.역율측정      그림10.전압불평형율   

   

                   a. 과학관에서 EXPO로 운행                             b. EXPO에서 과학관으로 운행

그림11. 운전형태와 속도 및 전력과의 관계



  

                    그림12. 전압고조파 종합 왜형률                       그림13. 전류고조파 종합 왜형률

   

                        그림14. 전류고조파 측정                             그림15. 가선전압의 변화

4. 결 언

  대전 중앙과학관에서 운행 중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전력특성을 측정하여 검토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에 설치

될 자기부상노선의 변전설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첫째는 자기부상열

차의 운행 시 발생되는 고조파가 한전기준 및 국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량의 전장품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

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변전소에 고조파경감대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는 자기부상열

차의 제동 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에 의한 가선전압의 상승억제 또는 잉여전력의 회수 처리문제이다. 

  즉,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에서는 변전소에 자기부상차량용 정류기를 실리콘다이오드 6상 12펄스 방식으로 설계

하여 고조파 함유량이 최고 3.0%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된다. 또한 향후 회생인버터를 설치할 경우는 그에 따른 

11,13 고조파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22.9kV계통에 11,13 고조파 억제설비의 구성으로 수동필터, 능동필터의 설

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시설하는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연장이 6.1km이므로 노선 연장이 비교적 짧고 본선

에 변전소가 2개소이므로 회생전력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부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생

전력 이용방안은 향후 노선이 확장 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인운전 노선에

서는 회생인버터가 경제적 논리보다는 차량의 정위치 정차를 위한 기술적 논리로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 시범노선에는 제동저항기를 변전소 내 또는 실외에 설치할 공간을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확보하

여야 하고, 변전소 내에는 향후 회생인버터 설치를 대비하여 회생인버터 설치 공간은 확보하여 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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