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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AC railway systems, the neutral sections are installed in front of substations and sectioning posts in order 
to avoid crash between power that have differing phases. In case railway vehicles pass through these neutral 
section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switch to coasting driving by notch-off. This may reduce speed of the 
vehicles, resulting lowered train operation efficiency.
The usage of automatic power switching systems makes it possible to pass neutral sections at notch-on, 
enhancing operation efficiency so that it is appropriate for high-speed railway applications.
This paper introduces a simulator that assesses efficiency of automatic power switching systems in neutral 
sections. The is composed of a power supply system, electric railway vehicles, thyristor switches, and traction 
motors. 

1. 서론

 

 교류전기철도의 교류급전 시스템은 M상 전류와 T상 전류간의 이상전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전소(SS)와 급전구분소(SP) 근처에 절연구간(neutral section)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절연구간을 

전기철도차량이 통과할 시에 차량의 개폐기를 Notch-Off하여 타행운행을 함에 따라 열차의 속도는 감

소하게 된다. 그러나 고속철도의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절연구간 통과 방

식은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력용 반도

체 소자를 이용한 자동절체 통과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교류전기철도 운행에 Thyristor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절연구간 자동절체 통과시스템을 적

용하기에 앞서, 교류급전시스템, 전기철도차량, Thyristor 스위치, 견인전동기 등으로 구성된 모의시뮬레

이터를 제작하여 절연구간 자동절체 통과시스템의 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본론

2.1 시뮬레이터 구성

본 시뮬레이터는 교류급전시스템과 전기철도차량을 모의하기 위해 Main Power Transformer반, 

Scott Transformer반, Thyristor 자동절체 모의시스템, 차량용 변압기, 견인전동기, 부하전동기, 제어장

치,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표시하는 제어반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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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ain Power Transformer 특성

항   목 내  용

변압기 정격 3상 5kVA 380V/220V(강제 공냉식)
온도상승 허용한도 권선온도 105°C (저항법)

절연 특성 상용주파 내전압 2kV, 유도 내전압 900V

종합 효율 98.5% 이상

무부하 전류 4% 이하

백분율 임피던스 전압 정격용량에서 5% 이하

표 2. Scott Transformer 특성

항   목 내  용

변압기 정격 3상 3kVA 220V/단상 2회로 220V
온도상승 허용한도 권선온도 105°C (저항법)

절연 특성 상용주파 내전압 4kV, 유도 내전압 900V

종합 효율 93% 이상

무부하 전류 10% 이하

백분율 임피던스 전압 정격용량에서 15% 이하

2.1.1 Main Power Transformer반

메인 전력 변압기는 3상 308V 60Hz 전원을 공급받아 시험용 전원 3상 220V 60Hz로 변환하는 변압

기이다. 각종 회로 보호를 위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마그네틱 컨텍터를 설치했다. 

2.1.2 Scott Transformer반

일반적인 교류전기철도 급전시스템은 3상을 입력 받아 상차가 90°가 되는 2상으로 변환하는 Scott변

압기를 사용하여 각 방면별로 급전을 하게 된다. Scott변압기를 축소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실제 교류전

기철도 급전시스템과 같이 모의했다. 

2.1.3 Thyristor 자동절체 모의시스템 

본 장치는 Thyristor 반도체 소자와 제어기로 구성되고 전기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통과 

시 차량에 연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이다. Scott변압기 출력전압을 약 300ms 이내에서 

Thyristor 소자의 게이트 신호를 제어하여 전원을 절체 한다.

2.1.4 차량용 변압기

일반적으로 교류전기철도에는 변압기가 탑재되어 있다. 이 변압기는 차량의 주 차단기가 개방되었다

가 투입될 때 마다 여자돌입전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돌입전류를 모의하기 위해서 변압기

를 설치했다.

표 3. 차량용 변압기 특성

항   목 내  용

변압기 정격 단상 2kVA 220V/220V (강제 공랭식)

온도상승 허용한도 권선온도 105°C (저항법)

절연 특성 상용주파 내전압 4kV, 유도 내전압 900V
종합 효율 98.5% 이상

무부하 전류 4% 이하

백분율 임피던스 전압 정격용량에서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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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견인전동기 특성

항   목 내  용

견인 전동기
정격 유도 전동기 3상 220V 1.5kW (2HP)
효율 80% 이상

회전수 1750 RRM

제어장치(인버터)
입력 전원 1상 220V 60Hz

출력 전원 3상 220V 60Hz (2HP)

표 5. 견인전동기 특성

항   목 내  용

부하 전동기

정격 서보 모터 3상 220V 1.3kW

효율 80% 이상
특성 중속, 고 토크용

제어장치(인버터)
입력 전원 3상 220V 60Hz

출력 전원 3상 220V 60Hz (2HP)

2.1.5 견인전동기 및 부하전동기  

견인용 전동기는 차량의 역행 운전방식을 모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

는 인버터로 구성하여 속도의 가감속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했다. 부하전동기 부하를 제공하고 타행운행

을 모의하기 위하여 견인전동기와 커플링으로 연결하였고 부하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했

다.

2.1.7 제어반 

Thyristor 투입위상각 조정과 견인용 및 부하용 인버터의 속도 등을 제어하고 각종 데이터를 표시하

고 외부로 신호를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했다. 

- 전원 제어 부

- 정지형 자동절체 시스템 제어부

- 견인 및 부하 전동기 제어부

- 시험 전압 전류 측정부

- 각종 표시 램프  

2.2 모의 시뮬레이터 회로 구성

회로의 구성은 메인전력변압기(TR1)에서 공급받은 3상 380V 전원을 시험용 전원 3상 220V로 변환

한다.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메인변압기 2차측에 PT(PT1)와 CT(CT1, CT2)를 설치했다.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과 같이 모의하도록 Scott변압기(TR2)를 1차측에 시험용 전원 3상 220를 연결하

고 2차측에는 Thyristor 스위치(SCR1, SCR2)를 설치하여 전원이 절체 되어 차량용 주변압기(TR3)에 

공급하도록 회로를 구성했다. Scott변압기 전류와 전압 측정을 위해 Thyristor 스위치와 차량용 변압기 

1차측 사이에 PT(PT2) 와 CT(CT3)를 설치하여 제어반 Panel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설계했다. 차량용 

주변압기 2차측에 단상 220V 인버터(INV1)를 연결하여 견인전동기(M1) 구동과 속도제어를 할 수 있

다.

부하와 타행을 모의하기 위한 부하전동기(M2)의 전원을 별도로 공급하기 위하여 부하용변압기(T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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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회로 구성도

2차측과 3상 220V 인버터(INV2)를 연결하여 부하전동기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였

고 CT(CT4, CT5) PT(PT3)를 설치하여 제어반 Panel에서 부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2.3 완성된 모의 시뮬레이터

그림. 2과 같이 모의 시뮬레이터 전면부 상단에는 Thyristor 투입위상각과 인터벌 제어를 위한 제어

부가 설치되었고 중단에는 시험 전류 전압 측정을 위한 CT PT 변환기와 제어반 Panel 조작 스위치, 조

작용 버튼을 동작시키는 릴레이를 배치하였다. 하단에는 견인 및 부하 전동기 속도 제어를 위한 인버터 

2개와 Panel에 각종 데이터 신호를 보내기 위한 터미널단자로 구성하였다.

모의 시뮬레이터 후면 배치도는 그림. 3과 같이 상단에는 전압측정을 위한 PT와 Thyristor 소자를 스

위칭하기 위한 SCR모듈을 배치하였다. 중단에는 교류급전시스템을 모의한 Scott변압기와 전기철도 차량

을 모의한 차량용 주변압기를 배치하였고 Scott변압기 밑에 공급받은 3상 380V 60Hz 전원을 시험용 

전원 3상 220V 60Hz 변환하는 메인변압기와 부하전동기를 동작시키는 부하용변압기를 배치하였다. 시

뮬레이터 후면의 하단에는 견인전동기와 부하전동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림. 2 전면 배치도                                     그림. 3 후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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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제어반

그림. 5 운행 순서도

2.4 시험방법 

2.4.1 제어반

제어반 Panel에는 그림. 4과 같이 모의 시뮬레이터를 조작하기위한 스위치와 시험 전압 전류 측정부, 

견인 및 부하 전동기 제어부, 정지형 자동절체 시스템 제어부 그리고 각종 표시 램프로 구성되어 있다.

Thyristor 투입위상각 버튼으로 투입위상각을 0°부터 360°까지 설정 및 변경할 수 있고 인터벌 버튼

을 이용하여 0에서부터 99 cycle까지 설정할 수 있다. SCR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되어 있는 투입위상각

과 인터벌 값으로 M상에서 T상 또는 T상에서 M상을 차량용 변압기에 공급할 수 있고 견인 및 부하 

조절 스위치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2.4.2 운행 순서도

모의 시뮬레이터를 운전하는 방법은 그림.5와 같다. 모의 시뮬레이터 전원을 ON시켜 장비에 전원을 

공급한다. 전원이 공급되면 SCR 스위치를 ON시켜 Thyristor 소자의 게이트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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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부하시험(투입위상각 45°)            그림. 7 부하시험(투입위상각 90°)

기상태로 만들어준다. 대기모드로 돌입하면 M좌T좌 전환스위치를 동작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설정

된 투입위상각과 인터벌 값으로 차량용 주변압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부하값 및 견인값을 설정하

기 위해서는 투입위상각과 인터벌 값 설정 후 인버터 스위치를 ON 시켜 견인 및 부하 전력을 설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다. 설정이 끝나면 M좌 T좌 전환 스위치 동작시켜 절연구간 자동통과 시스템

을 모의할 수 있게 된다.

2.4.3 시뮬레이터 성능시험

제작된 모의 시뮬레이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조건을 견인모드로 설정하고 45°와 90° 투입

위상각을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시뮬레이터 투입위상각에 맞게 견인전동기에 전원이 M상에서 

T상으로 절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차량용 변압기에 흐르는 여자돌입전류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철도가 전차선로 절연구간을 Notch-On 상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전차선로 급전

전원을 자동으로 절체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현상규명을 위하여 Thyristor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자동절체 모의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터 시험 결과 투

입위상각에 따라 여자돌입전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 다양한 투입위상각과 인터벌 값에 대

한 시험을 통해 역행 운전방식과 타행 운전방식에 따른 차량의 주변압기에 흐르는 여자돌입전류가 최소

가 되는 투입위상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Thyristor 소자를 이용한 절연구간 

Notch-On 통과 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절연구간에서 고속운행이 가능하고 전기철도 유지

보수 비용을 감소 및 운행효율을 향상시키는 절연구간 자동절체 통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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