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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utral section was installed in order to prevent conflict with different phase 

angle source in electric railway catenary system. The speed of electric train reduced 

due to coasting operation by notch off when it passed the neutral section. And, the 

catenary wire was damaged and the accident might be happened because of the arc 

generation when the electric train passed the neutral section with notch off 

condition.

The inrush current of main transformer installed tiling train is analyzed during the 

operation of MCB(main circuit break) passing through the neutral section. The 

instantaneous waveform of load current were analyzed in case of powering and 

regenerative braking.

Inrush current waveform with run of AC railway train showed that inrush current 

waveform and harmonics, the inrush current generated from main transformer in train 

has bad effects on power quality problem. In order to reduce these inrush currents, 

the MCB is connected when the phase angle of voltage is 90 degree.

This paper is to measure inrush current and harmonics in main transformer of high 

speed train in neutral section of electric railway. This measurement report is used 

to control minimum inrush current in algorithm and power phase angle

1. 서론

  한국의 전기철도에서 방면별 이상전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전철변전소 근방이나 급전

구분소에서는 이종의 전원에 의해 전차선 및 급전선에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절연구간이 

존재한다.

  고속철도 차량은 전기철도구간의 절연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주차단기(MCB)를 투․개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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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때마다 주변압기에는 과도한 여자돌입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여자돌입전류란 변압

기의 1, 2차중 어느 한 단자를 개방하고(무부하 상태), 나머지 단자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

면 순간적으로 흐르는 큰 충격전류를 말한다. 이는 실제 고장상태가 아닌 일시적인 돌입전

류이기 때문에 보호계전기의 오동작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여자돌입전류는 고조파 성분을 

내포하고 있어 철심에 열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와전류 손실의 원인이 되어 노후화를 촉진하

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고속차량의 주변압기에서 발생하는 돌입전류의 크기는 열차 운행속도와 외부환경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호남선 용산~목포(광주)간 운행하는 고속철도차량 

동력실내부에서 주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 크기와 전력품질 특성을 계측하여 절연구간 자동

전원절체 통과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본론

2.1 여자돌입전류

  우리나라 교류전기철도는 전기철도차량은 단상교류를 급전받아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절연구간을 통과할 때 전기철도차량의 차단기를 off하여 타행으로 통과한 후, 다시 차단기

를 투입하여 역행운행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된 변압기에서 여자돌입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변압기의 돌입전류는 정상전류의 수배에서 수십배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는 변압기가 

처음 여자되면서 변압기에 흐르는 과도전류에 의해 변압기의 철심은 포화되어 이에 따른 변

압기 임피던스의 감소가 전류의 증가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만일 변압기에 가해주는 전압의 투입 시점을 변압기 철심의 실제 자속을 고려하여 제어할 

수 있다면 돌입전류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압기의 잔류자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변압기에 가해주던 전압을 차단할 경우, 변압기에 흐르던 여자전류는 0으로 되지만, 변압

기 철심의 자기이력곡선에 의해 변압기에는 0이 아닌 잔류자속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잔

류자속을 초기값으로 하여 다음 전압이 인가될 때 전압의 적분값이 잔류자속에 더해지게 된

다. 이때 이 자속의 값이 포화자속 값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 자화인덕턴스는 감소하게 되

어 큰 자화전류가 흐르게 된다.

2.1.1 여자돌입전류 제어방법 검토

  절연구간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에서 급전전원 전환시 전기현상은 정지형 절체개폐기를 

사용한 경우와 진공개폐기를 사용한 경우와 기본적으로 변화는 없다. 

  주변압기에 전원을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과대한 여자돌입전류는, 전원 투입위상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직류분자속이 클 때 변압기 철심의 자속이 포화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일반

적으로 무부하변압기로는 전압위상 90°로 투입되면, 과대한 여자돌입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고 알려져 있지만,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에서는 전원투입시 전철주변압기 자속은 가지각

색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반드시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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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에서 전원 2가 투입된 직후, 전기철도차량의 주변압기의 자속은  

직류분 자속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자돌입전류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변압기 단자전압과 

자속은 거의 비레관계이기 때문에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에 있어 전원절체시, 전환 섹션

전압과 투입쪽 전원전압를 관측하여, 최적 투입위상각을 구하고, 개폐기B를 투입하면 과대

한 여자돌입전류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2.1.2 전원투입위상각

  돌입전류는 sin파 전압이 인가될 경우에 위상각이 90°일 경우 돌입전류가 최소가 되고 

위상각이 0°일 경우가 최대가 된다. 이는 정현파 전압이 인가될 경우 위상각 0°에서 

180°가 될 때까지 자속이 증가하게 되어 포화자속 값을 넘어 서게 되지만 위상각이 90°가 

되면 180°까지 자속이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게 되므로 포화자속보다 크게 될 가능성

이 적어지게 되어 돌입전류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2.1.3 잔류자속

  돌입전류는 잔류자속의 크기에 의해서 크게 될 수가 있다. 이는 철심의 자기적 성질과 부

하의 역률에 의해 좌우된다. 변압기의 1차전류는 자화전류와 2차전류 성분으로 이루어 있

다. 1차전류가 0 또는 근처값에서 전류의 차단이 이루어 진다.

  진상부하일 경우에 진상전류 성분이 자화전류보다 작으면 자화성분의 전류가 최대인 점에

서 전류는 차단되어 잔류자속이 최대가 된다. 반대로 만일 진상전류가 자화전류보다 더 크

면 자화전류의 최대점과 1차전류의 0점 사이의 위상각은 90°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전류

가 차단될 때 자화전류의 크기는 최대값이 되지 않으므로 잔류자속밀도는 작아진다.

  잔류자속밀도는 철심재료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잔류자속밀도의 최대값은 보통 냉각압연

품의 경우 포화자속의 80%, 열간압연의 경우에는 60%정도로 간주한다. 잔류자속 밀도는 철

심의 접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이 값은 철심의 적층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게 된다.

2.2 고속철도차량 전력품질 측정

2.1.1 계측기 사양

  고속철도차량 전력품질 측정은 2011년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2일간 호남선 용산⇔ 목

포(광주) 상하선을 1일 2왕복씩 KTX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사용한 계측기는 전압, 전류 각 4채널씩 측정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데베트론(DEWETRON)

사의 DEWE-571을 사용하였으며 샘플링 레이트는 10[㎑]로 설정하고 IEC 61000-4-30(전력품

질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주기는 200[㎳], 저장주기는 3초로 설정하여 3초 동안의 실효값을 

기준으로 최저값, 최고값, 평균값을 각각 기록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전압(U), PC1(1호 동

력실) 전류(I), PC2(18호 동력실) 전류(I), 기본파의 위상각(cos_phi), 전압성분의 고조파 

왜형률(THD_U), 전류성분의 고조파 왜형률(THD_I), 1차～39차까지의 홀수성분 고조파 전압 

및 전류, 주파수 등이다.

2.1.2 전력품질분석기 계측값 설정

  전력품질분석기의 채널설정, 채널별 측정항목설정, 채널별 센서 설정사항을 다음과 같다.

전력품질분석기 채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전압채널 1개와 전류채널 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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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하였으며, 전차선로의 가선전압 측정은 PT비 25,000/110로 셋팅하였다.

  전류측정 세팅값은 CLAMP 사양이 300mV/5A 센서를 설치하였음으로 KTX의 CT비 350/1를 계

산하여 0.3V/1750A로 세팅하였다.

   

2.1.3 전력품질분석기 동력실 설치

  1) 전압계측 센서 설치

  전압계측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회로도는 다음과 같으며, 설치위치는 동력실 배전반 단자 

4/903, 4904이며 이 지점에서 PC1과 PC2의 전압을 동시에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1 전압계측 회로도 

<동력실 배전반> <전압센서 설치위치>

그림 2 전압계측 센서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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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류계측 센서 설치

  전류계측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회로도는 다음과 같으며, 설치위치는 보조불럭 914(PC1 과

전류 계전기),913(PC2 과전류계전기)으로 PC1, PC2의 VCB 1차 차량전류를 측정이 가능한 곳

이다.

그림 3 전류계측 회로도 

   

<동력실내 보조블럭> <전류계측센서 설치위치>

그림 4 전류계측 센서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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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속철도차량 전력품질 측정결과

2.3.1 호남선 용산~목포간 하선(2011. 3.4. 05:20~08:38)

개소 선별

전류차단

시간

[S]

전압단전

시간

[S]

돌입전류

안정화 

시간

[S]

돌입전류크기 전압

왜형율

[%]

전류

왜형율

#1

[A]

#2

[A]

#1

[%]

#2

[%]

구로SS 하선 33.3 0.7 33.3 409 412 51 119 180

소하SP 하선 40.2 38.1 3.5 131 125 1814 304 244

안산SS 하선 8.9 1.2 0.8 -28 -27 31 664 2196

향남SP 하선 8.5 1.3 3.7 -430 -416 7 52 51

평택SS 하선 11.8 1.2 3.6 -18 -21 5 3651 6038

봉정SP 하선 11.2 1.7 3.6 28 17 13 366 700

신청주SS 하선 8.0 1.1 3.6 -515 -506 12 71 72

회덕SP 하선 51.9 49.3 3.5 -30 -29 2352 195 217

조차장SSP 하선 39.9 0.2 3.5 -143 -137 65 147 112

계룡SS 하선 29.8 0.3 3.5 11 15 64 812 1536

채운SP 하선 32.4 0.2 3.6 -11 -16 12 239 631

익산SS 하선 47.8 0.3 3.6 210 214 67 120 155

신태인SP 하선 18.2 0.2 3.5 -257 -251 18 96 97

백양사SS 하선 27.1 1.7 1.5 -12 -15 26 279 376

임곡SP 하선 14.9 0.2 3.6 395 368 20 85 91

노안SS 하선 30.4 1.1 3.6 -12 -12 12 244 298

함평SP 하선 29.2 1.0 3.6 353 344 52 94 96

일로SS 하선 21.9 1.0 3.5 2 7 18 341 409

최소 8 0.2 0.8 2 7 5 52 51

최대 51.9 49.3 33.3 -515 -506 2,352 3,651 6,038

계 7m45s 150.3 절대값 절대값

표 1 호남선 용산~목포간 하선 전력품질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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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호남선 목포~용산간 상선(2011. 3. 4. 12:00~15:12)

개소 선별

전류차단

시간

[S]

전압단전

시간

[S]

돌입전류

안정화 

시간

[S]

돌입전류크기 전압

왜형율

[%]

전류

왜형율

#1

[A]

#2

[A]

#1

[%]

#2

[%]

일로SS 하선 27.7 1.2 2.4 -5 8 27 244 313

함평SP 하선 24.7 1.1 3.6 394 -397 12 92 93

노안SS 하선 28.4 1.0 3.5 153 -150 10 125 126

임곡SP 하선 32.6 0.2 3.5 263 -270 28 87 88

백양사SS 하선 37.7 1.5 3.6 -103 104 17 225 234

신태인SP 하선 34.9 0.2 3.5 195 -192 11 125 127

익산SS 하선 40.8 0.2 3.5 45 -43 15 181 193

채운SP 하선 31.9 0.2 3.6 -191 193 41 131 153

계룡SS 하선 46.6 0.2 3.5 -6 7 43 270 225

조차장SSP 하선 50.2 0.3 3.5 158 -156 117 135 138

회덕SP 하선 49.8 46.2 3.5 108 -104 248 138 172

신청주SS 하선 7.6 1.1 0.7 -163 164 17 121 125

봉정SP 하선 15.8 2.0 3.6 223 -219 17 99 100

평택SS 하선 9.8 1.4 4.6 -535 536 15 57 57

향남SP 하선 8.1 1.1 4.1 303 302 12 893 854

안산SS 하선 8.3 1.1 0.7 -7 8 41 111 458

소하SP 하선 55.6 50.9 3.5 303 -302 152 95 95

구로SS 하선 27.1 0.7 3.6 80 -78 27 95 95

최소 7.6 0.2 0.7 5 7 10 57 57

최대 55.6 50.9 4.6 -535 536 248 893 854

계 8m58s 1m50 절대값 절대값

표 2 호남선 목포~용산간 전력품질 측정 결과

640



2.3.3 함평SP 하선 절연구간 측정결과

  KTX차량이 호남선 함평SP 절연구분장치를 통과하는데는 1.04초간은 소요되었으며 절연구

간 통과후 2.22초후 차량에 전류가 투입되어 돌입전류는 3.59초후에 안정화 되었다. 이때 

돌입전류의 크기는 PC1이 353A, PC2가 344A 검측되었다. 또한 돌입전류의 고조파는 기본파 

성분을 제외하면 2고조파 성분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림 5 돌입 전류 안정화 시간

그림 6 돌입전류 하모닉(고조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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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돌입전류 최대값

2.3.4 호남선 고속철도차량 전력품질 측정 결과 분석

  1) 절연구간에서 전압이 단전되는 시간은 0.2 ~ 49[S]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전기차량이 

절연체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전기차량의 운전속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소

하SP와 회덕SP부근에서는 일반선과 고속선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KTX 판타그래프를 운행노선

의 전차선로 표준 가선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판타를 하강하고 타력으로 연결지점을 통과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소하SP 부근에서는 40~55[S], 회덕SP 부근에서는 

50~52[S]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절연구간에서 전기차량의 부하전류가 차단되는 시간은 일반선에서는 14~55[S], 고속선

에서는 8~15[S]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일반선 구간이 고속선보다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속선에는 VCB(부하차단기)가 절연구간을 통과할 때 자

동으로 투개방을 하게됨으로 부하차단되는 시간이 일정하였다.

  3) 돌입전류의 크기는 일반선 하행 구간에서는 2~409[A], 상선 구간에서는 5~394[A]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고속선 하행 구간에서는 17~516[A], 상선 구간에서는 

7~536[A]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돌입전류가 일반선보다 고속선에서 많이 발생

되는 것은 차량속도에 따른 부하특성이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4) 돌입전류가 안정화되는 시간은 0.7~33.3S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구로SS 

하선에서 33.3S가 계측된 것은 절연구간에 통과후 부하운전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화 시간이 

길게 계측되었으며, 고속선에서는 0.8~4.6[S], 기존선에는 1.5~3.6[S]가 소요되었다.

  5) 절연구간에서 돌입전류 발생시 전압과 전류의 고조파 왜형율은 가선구간보다 많이 발

생되는 것으로 측정되나 기준이 되는 기본파가 단전된 짧은 시간을 비교한 것으로 보이며 

전기철도 부하특성상 전압, 전류 성분에 많은 고조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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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차선로 절연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변압기 여자돌

입전류크기와 고조파 성분, 안정화 시간등을 계측하였다. 고속철도차량에는 자류자속이 존

재하기 때문에 자동전원 개폐장치의 여자돌입전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입위상각을 연산하

여 동작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고속철도차량에서 주변압기의 잔류자속을 측정할 수 있는 방

안을 수립하여 측정해서 현장실측값과 시뮬레이션한 값과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연구

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KTX-산천에서도 전력품질을 측정하여 고속선 운행 차종별 특

성값을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연구간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의 실증시험장이 구축된 후에도 차상과 지상구간

에서 지속적으로 전력품질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개발시스템 급전계통 안정화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측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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