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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vehicle is insulated from the earth by rubber tire which is intrinsically the insulation material. The 
electrical ground of vehicle was floated in the sense of electric potential over the electric power sources. First 
of all, the floated electrical ground of vehicle should be equipotentially connected with the (-) line of 
electrical equipment. Bimodal tram has the different kinds of electric system. They must be kept insulated to 
each other electrically. When there is some unbalanced event or connection between them, it will invoke some 
errors or breakdown to electrical devices including sensors and actuators. This paper has investigated the 
floating ground effect of bimodal tram built with composite body and shown the effect according to the 
unbalanced ground of vehicle and the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electric systems.

1. 서론

하이브리드차량의 특성상 크기 및 종류가 다른 전압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에 대한 안전

과 기기들의 동작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전압을 사용하는 시스템간 완벽한 절연상태를 유지

하고 전압변동에 따른 영향 및 유지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된 접지준위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절연재인 고분자복합소재 차체를 가진 직렬형 하이브리드 바이모달 트램은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 

교류전압, 직류 650/24/12[Vdc], 교류 400[Vac, 60Hz] 등 종류 및 크기가 다른 5가지의 전압이 함께 사용

되고 있으므로 고압과 저압 그리고 교류와 직류를 서로 전기적 연결이 없도록 발전기 교류전압, 직류 

650[Vdc], 교류 400[Vac], 24/12[Vdc]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절연하고 저압인 24/12[Vdc] 시스템을 기본 

접지프레임으로서 등전위화 하기위하여 고압부와 절연되어 있는 차량내 대부분의 전도성 프레임을 서로의 접

촉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본딩(2mΩ이하)으로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엔진 프레임측에 연결한 후 엔진프레임을 

직류저압배터리의 (-)단자와 접속되도록 접지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전압환경에서 

차량프레임 및 엔진부위에 대한 floating 전위형성과 floating 전위상태가 혼촉 또는 단락에 의해 고압측에 의

한 전위상승시 차량내 다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차량상태에서 발생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차량내 기준 접지시스템의 플로팅전위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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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기본 접지프레임은 그림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차량내에서 가장 낮은 전압인 12/24[Vdc]용 

배터리의 (-)단자와 접속된 구조로 되어 있고 발전기교류전압과 교류 400[Vac]시스템은 3상3선식 delta결선

형식을 기본으로 기본 접지프레임과는 완전히 절연된 상태이며 직류 650[Vdc] 전원-부하시스템은 커패시터

를 통하여 기본 접지프레임에 연결되어 capacitive coupling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발전기교류전압과 직류 

650[Vdc]시스템사이는 정류기로서 분리되어 있고 교류400[Vac] 시스템과 직류 650[Vdc] 시스템사이는 유

도성 결합으로서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림 2. 차량내 전압시스템간 결합방

식 및 기본 접지프레임 연

결도

 12/24[Vdc] 배터리의 (-)단자에 연결된 기본 접지프레임은 차량의 고무바퀴를 사이에 두고 대지와는 절

연되어 있으므로 차량내 고압부 전압에 의한 플로팅전위가 발생하여 기본 접지 프레임내 본딩저항 및 기타 

프레임간 접속저항을 최소화를 통한 등전위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3. 차량 기본 접지프레임에 대한 

각 케이블당 정전용량 분포

 기본 접지프레임에서의 플로팅전위는 고압측과 기본 접지프레임간의 정전결합에 의해 발생되며 그림 2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 Q1, Q2, Q3, Q4, Q5는 각 전압시스템에 발생된 전압에 의해 축적된 전하를 

나타내고 Qi는 이들 Q1 ~ Q5에 의해 정전유도된 전하를 나타내며 이 관계는 식 1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Qi = Q1 + Q2 + Q3 + Q4 + Q5                             (1)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V라 하면 C1 ~ C5에 걸리는 전압은 V1 ~ V5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식 (1)

은 식(2)와 같이 다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C1과 C2는 직류고압부와 기본 접지프레임간 접속된 커패시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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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나타내고 C3, C4, C5는 각각 발전기 3상 교류전압, 교류 3상 400[Vac], 필요시 외부에서 공급되는 

계측시스템용 교류 단상 220[Vac]와 기본 접지프레임간의 표류용량을 나타낸다.  

  

           Qi = C1*V1 + C2*V2 + C3*V3 + C4*V4 +C5*V5 = Qidc + Qiac         (2)

                           

Ci를 기본 접지프레임의 커패시턴스(즉 기본 접지프레임과 대지사이의 표류용량)라 하고 Vi를 기본 접지프

레임의 전위라 하면 Qi = Ci*Vi가 된다. 직류고압부에 의한 용량 Qdc = C1*V1 +C2*V2이며 C1 = C2가 

되면 V2= -V1이 되어 기본 접지프레임에서의 직류고압부에 의한 정전유도전하 Qidc = 0 이 되어 교류고압

부에 의한 정전유도전하 Qiac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C3≒C4≒C5≒Cac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면 식

(2)는 최종적으로 식(3)과 같이 된다.

               Qi = Qiac = Ci*Vi = C3*V3 + C4*V4 + C5*V5= Cac*Vac            (3)

그러므로 기본 접지프레임의 플로팅전위 Vi = (Cac*(Vac+V5))/Ci [V]가 된다. 이때 V3, V4는 삼상전압

의 합으로서 평형상태인 경우에는 V3와 V4는 모두 0이 된다. 그러나 만약 불평형 상태가 발생되면 V3와 V4

는 어떤 값을 갖게 되어 Vac 전압을 증가시킨다. V5는 외부에서 공급된 단상전압으로 C5걸리는 전압은 한쪽 

케이블의 전압을 Va 그리고 다른쪽 케이블의 전압을 Vb라 하면 Va+Vb=220[Vac]가 되며 만일 Va-Vb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면 그 값은 Vac에 더해진다. 차량내의 모든 전압시스템의 기준 접지면은 대지이므로 기

본 접지프레임의 대지간 용량 Ci는 교류고압부와 직류고압부의 차량 기본 접지프레임사이의 용량과 교류 고

압부 및 직류고압부와 대지간의 표류용량들에 의해 계산된 값에 의해 구해질 수 있으면 그 값은 약 4.5*Cac

(≒Cdrift)가 되므로 식(3)에 따라 Vi(플로팅전위) ≒ Vac/6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교류전압의 경우

에는 각 교류전압시스템별 전압평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외부에서 공급되는 교류전압 

220[Vac]의 케이블 중 한 쪽 케이블이 기본 접지프레임에 직접 접속되어 있다면 Vac=220[Vac]가 되어 기

본 접지프레임에 형성된 플로팅전위는 약 37[Vac]가 될 것이다.

2. 고․저압 혼촉(混觸)에 따른 영향분석

 차량내 작업 부주위 또는 절연파괴등과 같은 이상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고압부(직류, 교류)와 직류저압부

의 기본 접지프레임간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본 접지프레임의 전위가 큰 에너지를 갖고 과도적으로 상승

하므로 차량내 작업자 또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내 고도의 전자장비들에 영향을 주어 기능을 상실

케 하므로 차량에 대한 신뢰성저하를 초래한다.(고에너지 혼촉) 혼촉이외에 기본 접지프레임의 플로팅전위를 

과도 상승케하는 원인으로는 고압부(직류 650[Vdc], 교류 400[Vac]) 전원투입 또는 발전기기동 및 엔진

RPM증가에 따른 발전전압의 상승시 등이 있으나 고압부와 저압부가 직접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에 비해 

기본 접지프레임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매우 낮고 주로 전자기적인 방사파로서 공기중으로 전파된다. 그러나 

외부 노이즈에 민감한 전자장비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필터 또는 노이즈억제회로의 부

가적인 장착이 필요하다.(저에너지 혼촉) 기본 접지프레임에 대한 고에너지 혼촉과 저에너지 혼촉이 발생되

면 전위변화에 따른 변위전류(i = C*dV/dt)가 커패시터를 통하여 흐르게 되는데 바이모달트램의 경우 발생

된 변위전류의 주된 통로는 직류 650[Vdc]시스템과 기본 접지프레임간에 설치된 결합커패시터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그간 기본 접지프레임의 과도전위상승에 의해 발생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분석 및 대

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시험이 진행된 바이모달 트램에 있어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경우(고에너지 

또는 저에너지 혼촉)에 의해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모두 추진배터리에 부착된 BMS에 집중되었다. 발생된 고

장사례들로부터 기본 접지프레임에서의 과도전위상승이 직류 650[Vdc]를 통하여 BMS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기본 접지프레임에 연결된 각 전압시스템과 이들의 전기적 연결을 스위치

로 표시한 것이다. 이때 직류 650[Vdc]는 기본 접지프레임 및 BMS와 정전용량성 결합을 이루고 있다.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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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부와 BMS사이에서 직류고압부와 가장 근접되어 있어 보다 큰 정전용량성 결합을 제공하고 과도전위상승

에 의한 변위전류 발생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발생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서 가장 의심되는 부위

는 전류센서-직류고압부 케이블과 셀전압단자-셀전압측정부이다. 이외에도 온도센서, 전원과 통신케이블등과 

같이 다양한 부위가 용량성 결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

일 고․전압 혼촉 또는 기본 접지프레임 과도전위상승에 의해 변위전류가 흐른다고 예상하면 그림 3의 I와 같

은 전류loop를 형성하게 되어 BMS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4. 기본 접지프레임과 각 전압시스템간 연결도

3. 결론

고분자 복합소재차체를 채택한 바이모달 트램은 차체를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와 같은 금속으로된 차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등전위 형성이 어렵다. 그러나 프레임간 접속저항의 저감 및 본딩저항의 최소화를 통하여 

기준접지에 대한 등전위를 이루었으나 사용전압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는 전압간 전기적 절연구조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접지에 대한 등전위에 의해 저압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고압측에 가까이 사용되는 장치들은 기준접지에 대한 고압혼촉시 영향을 받게 되어 고장이 

발생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승객 또는 작업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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