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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in Korea, neutral sections in front of substations and sectioning posts are greatly

divided into AC/DC sections and AC/AC sections. Considering catenary damage and safety issues

trains pass crossover by coasting driving at notch-off.

However in cases of Japan, China, or Taiwan, the usage of automatic crossover system makes it

possible to pass at notch-on , enhancing high-speed railway operation for efficiency, and stability.

These are the purposes of developing automatic power crossover system in neutral sections. This

paper introduces two methods to detect the position of a train required to activate automatic

crossover systems in neutral sections. The optimal method is expected in terms of the distance of

neutral section.

1. 서 론

고속철도 교류변전소(급전구분소)의 앞에서 서로 다른 위상 또는 공급점이 다른 전원이 인접하는 곳에

서로 다른 2개의 변전소 전원이 혼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를 설치한다.하지

만 국내에서는 이 절연구간을 통과할때에 차량의 주회로 차단기를 Notch-Off하여 타행운전을 함으로써

열차의 속도가 저하되게 된다. 그렇지 않고 Notch-On상태로 절연구분장치를 통과하게 되면 심한 아크가

발생하여 전차선로를 손상시키는 사고와 함께 차량 운행중지 등 여러 사고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외(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는 절연구간을 통과할 때 국내처럼 Notch-Off상태가 아닌 자

동절체 개폐기 시스템으로 절연구간 내에서도 Notch-On상태로 운행 통과함으로서 고속철도의 운영적인

효율과 신뢰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같이 국내에서 운영효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연구

간 자동 통과시스템을 개발하여야. 자동 통과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있어서 열차의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중 2가지의 차량 검지 방식에 대한 설명과 각 검지 방식에 따라 절연구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를 분석하여 최적의 차량 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현재 각국의 개폐기의 종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국내 기술 중 2회선 배전계통이나 

비상용 배전계통을 소유하고 있는 수용가에 있어서 계통사고로 인한 정전이나 저품질의 전원을 고속으

로 절체하여 고품질의 전원을 확보 할수 있게 하는 보상설비인SSTS(solid state transfer switch) 가있

다. 다음 그림 1은 SSTS의 개념 및 동작시퀸스 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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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STS 개념 및 동작시퀀스 그림 2. 절체 개폐기 설비의 개요

일본에서는 신칸센 영업운전 실시된 이후 진공차단기가 개발 되었고, 현재는 보수의 생력화가

뛰어나고, 변압기 여자돌입전류 제어기능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한 정지형 개폐기를

적용하려고 검토 중이다. 위의 그림2는 일본에서 쓰이는 진공형▪정지형 자동 절체 개폐기의 설비

개요이다.

2. 본 문

2.1 현재 절연구간 자동통과 방법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운행방법인 수동통과 방법으로 운행시 열차의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점과 절

연구간 통과시 아크발생으로 전차선과 판토그래프의 손상과 정전사고를 유발하며 또한 절연구분장치는

판토그래프와 수차례 반복되는 마찰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절연구분장치의 절연성이 감소하고

수동방식에서 존재하는 기관사의 부주의로 인해 절연구간을 Notch-On상태로 통과하면 아크발생으로

인해 정전유발 및 전기차량 전력전자소자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그림 3. 절연구간 자동 통과 방법

그림 3은 고속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절연구간 자동 통과 방법이다. 수통 통과 장치와는 다르게 절연구

분장치 전방에서 ATC 불연속 정보를 수신하여 차량의 주회로 차단기(MCB)가 자동적으로 동작되어 무

부하 운전 상태로 절연구분 장치를 통과하며 절연 구분 장치를 통과 후 차량의 주회로 차단기(MCB)가

자동적으로 투입되어 부하상태로 운전이 이루어진다. 지상에서 ACCT불연속 정보를 수신한 다음 485m

를 지나면 견인력이 감소하게 되고 900m 통과시 차상의 VCB개방과 지상에서 ECCT 불연속정보를 수

신한 다음 VCB 개방확인 실행후 역행표지 지점을 지난 2초후부터 VCB투입과 동시에 1초후부턴 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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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하게 된다.

2.2 차량 검지 방식에 따른 자동절체장치 동작

신호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검지방법 중에 현재 일본에서 사용중인 궤도회로와 위치검지센서를 이용하

는 방법을 고려할수 있으며 궤도회로와 위치검지센서를 사용할 때 자동통과 시스템의 동작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2.2.1 궤도회로를 이용한 경우

그림 4에서 6은 차량이 정방향 운행시 신호시스템을 궤도회로를 사용할 때 자동통과장치의 동작을 나

타내고 있다.

정상상태의 구성은 싸이리스터 스위치 1은 투입이고 2는 개방이다. 싸이리스터 스위치 1은 투입이 되어

있어 차량은 절연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고 궤도회로에서 차량을 검지하면 싸이리스터 1이 개방된 후 2가

투입되어 차량은 절연구간을 빠져나가게 되고 궤도회로를 이탈하면 정상상태인 싸이리스터 스위치 2를

개방후 1을 투입한다.

절연구간의 길이와 궤도회로의 설치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차량위치에 따른 자동통과장치의 동작을

고려하여야 한다. a-b 구간의 거리는 차량의 길이에 의해 산출할 수 있고 b-c 구간은 궤도회로에 의한 차

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등이 고려되어 거리가 산출되며 e 위치는 절연

구간과 절체장치 이후로 요구조건이 없다.

그림 4. 차량 정방향 운행, 궤도회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1/3)

그림 5. 차량 정방향 운행, 궤도회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2/3)

그림 6. 차량 정방향 운행, 궤도회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3/3) 

그림 7에서 10은 차량이 역방향 운행시 신호시스템을 궤도회로를 사용할 때 자동통과장치의 동작을 나

타내고 있다. 상하선중 한쪽선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선로로 양방향 운전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동절체장치의 역방향 차량운행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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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의 구성은 차량이 정방향 운행시와 동일하게 싸이리스터 스위치 1은 투입이고 2는 개방이다.

싸이리스터 스위치 1은 투입이 되어 있어 차량이 절연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싸이리스터 스위치가

절체 되어야 하므로 궤도회로에서 차량을 검지하면 싸이리스터 1이 개방된 후 2가 투입되어 차량은 절

연구간을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이 궤도회로를 이탈하면 정상상태인 싸이리스터 스위치 2를 개방

후 1을 투입하여 절연구간을 이탈할 수 있게 된다.

정방향과 동일하게 절연구간의 길이와 궤도회로의 설치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차량위치에 따른 자동

통과장치의 동작을 고려하면 d-e 구간은 궤도회로에 의한 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등이 고려되어 거리가 산출되며, b-c 구간은 요구조건이 없고, a-b 구간은 궤도회로에 의

한 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등과 함께 차량의 길이가 함께 고려되어

거리가 산출된다.

결과적으로 정방향과 역방향을 함께 고려하면 a-b 구간은 (차량의 길이)+(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

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b-c 구간은 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

시간이고 d-e 구간은 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거리필요하다.

그림 7. 차량 역방향 운행, 궤도회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1/4)

그림 8. 차량 역방향 운행, 궤도회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2/4)

그림 9. 차량 역방향 운행, 궤도회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3/4)

그림 10. 차량 역방향 운행, 궤도회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4/4)

2.2.2 위치검지센서를 이용한 경우

그림 11에서 13은 차량이 정방향 운행시 신호시스템을 위치검지센서를 사용할 때 자동통과장치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열차검지센서는 Ⓐ, Ⓑ 및 Ⓒ 3개로 구성되며 차량이 정방향 운행시

열차검지센서 Ⓐ와 Ⓒ가, 역방향 운행시 Ⓑ와 Ⓒ가 열차를 검지하여 싸이리스터 개폐기의 절체를

수행한다.

싸이리스터 스위치 1은 투입이 되어 있어 차량은 절연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고 위치검지센서 a에서

차량을 검지하면 싸이리스터 1이 개방된 후 2가 투입되어 차량은 절연구간을 빠져나가게 되고 위치검지

센서 Ⓒ에서 차량이 검지되면 정상상태인 싸이리스터 스위치 2를 개방후 1을 투입한다.

신호시스템이 궤도회로인 경우와 동일하게 절연구간의 길이와 위치검지센서의 설치위치를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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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차량위치에 따른 자동통과장치의 동작을 고려하면, 첫 번째 Air section과 위치검지센서 Ⓐ의 거

리는 차량의 길이에 의해 산출할 수 있고 Ⓐ와 두 번째 Air section의 거리는 위치검지센서에 의한 차

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등이 고려되어 거리가 산출되며 두 번째 Air

section과 위치검지센서 Ⓒ의 거리는 차량의 길이에 의해 산출된다.

그림 11. 차량 정방향 운행, 위치검지센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1/3)

그림 12. 차량 정방향 운행, 위치검지센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2/3)

그림 13. 차량 정방향 운행, 위치검지센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3/3)  

그림 14에서 그림 17은 차량이 역방향 운행시 신호시스템을 위치검지센서를 사용할 때 자동통과장치

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위치검지센서 Ⓒ가 차량을 검지하면 싸이리스터 1이 개방된 후 2가 투입되어 차량은 절연구간을 진입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이 위치검지센서 Ⓑ가 차량을 검지하면 정상상태인 싸이리스터 스위치 2를 개방

후 1을 투입하여 절연구간을 이탈할 수 있게 된다.

절연구간의 길이와 궤도회로의 설치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차량위치에 따른 자동통과장치의 동작을

고려하면 두 번째 Air section과 위치검지센서 Ⓒ의 거리는 위치검지센서에 의한 차량검지, 절체장치로

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등이 고려되어 거리가 산출되며, 위치검지센서 Ⓑ와 두 번째 Air

section과의 거리는 차량의 길이에 의해 산출할 수 있고, 첫 번째 Air section과 위치검지센서 Ⓑ와의 거

리는 위치검지센서에 의한 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등과 함께 차량

의 길이가 함께 고려되어 거리가 산출된다.

결과적으로 정방향과 역방향을 함께 고려하면 첫 번째 Air section과 위치검지센서 Ⓐ, 위치검지센서

Ⓑ와 두 번째 Air section 및 두 번째 Air section과 위치검지센서 Ⓒ의 거리는 동일하게 되며 거리의 결

정은 (차량의 길이) 또는 (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중 큰 거리로 정

하면 된다.

만일 차량의 길이가 큰 경우는 위치검지센서 Ⓐ와 Ⓑ간의 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차량검

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이 큰 경우는 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

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에 따른 거리에 차량의 길이의 차이가 위치검지센서 Ⓐ와 Ⓑ간의 거리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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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만일 차량의 길이가 큰 경우는 위치검지센서 Ⓐ와 Ⓑ간의 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차량검

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이 큰 경우는 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

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에 따른 거리에 차량의 길이의 차이가 위치검지센서 Ⓐ와 Ⓑ간의 거리를 결정

하게 된다.

그림 14. 차량 역방향 운행, 위치검지센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1/4)   

그림 15. 차량 역방향 운행, 위치검지센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2/4)

그림 16. 차량 역방향 운행, 위치검지센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3/4)

그림 17. 차량 역방향 운행, 위치검지센서

조건의 자동통과장치 동작(4/4)

2.3 차량 검지 방법에 따른 절연구간 거리 검토

① = 차량의 길이에 의해 산출

③ = 궤도회로에 의한 차량검지

④ =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② = 자동절체 시간

⑤ = 위치검지센서에 의한 차량검지

⑥ =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궤도회로 위치검지센서

정방향 정방향

구간 거리산출 구간 거리산출

a - b ① a - Ⓐ ①

b - c ②+③+④ Ⓐ - d ②+⑤+⑥

d - e  - d - e ①

표 1. 차량 검지 방법에 따른 정방향 절연구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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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회로 위치검지센서

역방향 역방향

구간 구간 거리산출

e-d ②+③+④ e - d ②+⑤+⑥

d-c - c - b ①

b-a ①+②+③+④ b - a ① or (②+⑤+⑥)중 큰거리

표 2. 차량 검지 방법에 따른 역방향 절연구간 거리 

궤도회로 위치검지센서

구간 거리산출 구간 거리산출

a-b ①+③+④ a - Ⓐ ① or (②+⑤+⑥)중 큰 거리

b-c ②+③+④ b - c ① or (②+⑤+⑥)중 큰 거리

d-e
②+③+④ 
의 최소한의 거리

d - e ① or (②+⑤+⑥)중 큰 거리

표 3. 정방향 역방향을 고려한 절연구간 거리 

위의 표 1,2는 차량 검지 방법에 다른 정방향, 역방향에 대한 절연구간 거리산정에 대해 나타낸 표다.

표5는 정방향 과 역방향을 고려한 절연구간 거리에 대한 산출방법이다. 궤도회로 같은 경우 (차량의 길

이)+(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중 최소한의 거리 와 같은 방식으로

거리가 측정 되지만 위치검지 센서 경우에는 (차량의 길이) 또는 (차량검지, 절체장치로의 차량검지신호

전달 및 자동절체시간) 중 큰 거리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위치검지 센서를 통한 차량 검지방식이 좀더

거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3 결 과

본 논문에서는 전기철도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무정전 상태로 통과하기 위한 장치인 자동절체시스템

을 적용시에 차량 검지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현재 궤도회로를 이용한 검지방법 같은 경우는 일본에

서 현재 쓰이고 있는 방식이고 위치검지센서를 이용한 검지방법의 경우는 이번에 새로이 도입하려는 방

식이다. 두 검지 방법 모두 효율적인 검지방법이나 궤도회로를 이용한 검지 방법 보다는 위치검지센서를

이용한 검지방법이 검지구간 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위치검지방식을 적용하면

절연구간이 짧아져서 공사할 때 공사 범위가 줄어들며 그에 따른 건설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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