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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sis technical characteristics occured in the eletric train power 

conversion device passing automatic changover system in neutral section of electric 

railway.

 Power conversion devices in electric train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urrent type 

and voltage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used to ensure the stability of electric train in neutral 

section of electric railway.

1. 서론

  전기차량이 전차선로 절연구간을 운행할 때 사용하는 운전방식은 차상의 자동제어시스템

에 의한 자동통과 운전방식과 기관사가 주회로차단기를 수동 취급하는 수동취급 운전방식이 

있다.  절연구간 자동통과 운전방식은 현재 고속선 구간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철도 

구간에 운행하는 EMU 간선형동차인 누리호등에는 절연구간 자동통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

는 최신에 제작되는 전기기관차에도 본 기능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신간선 고속철도에는 절연구간에서 부하를 차단하지 않고 추진운전이 가능하도록 

절연구간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을 운행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고속열차가 절연구간의 

일정한 지점에 도달하면 진행방향의 변전소의 급전전압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연구간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을 적용할 때 KTX, KTX-산천의 고속

열차의 전력변환장치에서 발생되는 특성과 영향성에 대하여 기술분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전에 급전계통과 전기차량의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교신저자,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E-mail : hhp2810@korail.com

*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술단

**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195



2. 본문

2.1 전기철도 절연구간 운행방식 검토

2.1.1 수동통과 운전방식

  전기철도 절연구간을 수동통과하여 운전하는 방식은 기관사가 선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타

행표지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기관차의 주회로 차단기를 개방하게 되고 절연구간을 통과한후 

역행표지를 확인하고 주회로 차단기를 투입하여 전기기관차를 운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연구간 수동통과 운전방식에서 기관사가 부주의하여 주회로 차단기를 

Notch-On상태로 절연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전기기관차 부하전류에 의해서 절연구분장치 가

압부분에 심각한 아크열로 전차선과 판토그래프를 손상시키는 정전사고를 유발시킨다. 또한 

전기차량에 전원공급을 순간 정정시켜 주전원 차단으로 인한 전기차량 내부의 전력전자소자

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1 절연구간 수동통과 운전방식

2.1.2 자동통과 운전방식

   KTX차량(산천 포함)이 절연구간(Neutral Section)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위한 자동제어시

스템이 열차에 설치되어 정상 운행 중에는 KTX기장의 운전 취급 없이 자동제어시스템이 동

력차의 주회로차단기(VCB)를 개방하거나 닫는다.

주회로차단기(VCB) 자동제어는 궤도에 연속 설치된 2개의 불연속정보 전송루프에서 이루어

지는데, 첫번째 루프(동력차단예고:ACCT)는 VCB개방명령을 발생시키고, 두번째 루프(동력차

단실행:ECCT)는 VCB개방작용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개방명령을 재확인 하고 열차가 절연구

간을 통과한 후에 VCB를 닫게 한다. 고속선의 경우 VCB 개방상태로 운행되는 거리는 대략 

800m 전후이다. 단, 열차속도가 30km/h 이하인 경우 차내신호표시반 표시등 표시를 제외한 

모든 처리가 취소되므로 수동제어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력차단예고루프(ACCT)에 고장이 

발생한경우 차내신호표시반에(C 채널) "LS-NE-ATC-01/02"을 표시되며 즉시 주회로차단기

(VCB)를 수동 차단 취급해야 한다.

  가) 동력차단예고루프(ACCT)

가선절연구간표지 1000m 앞 절연구간예고표지 부근에 설치되고 통과 하면 차내신호표시반에 

표시등 "LS-NE-ATC-03/04" 점등, 가선절연구간 앞에서 견인력감소 및 5초 후 VCB 개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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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일어난다.

  나) 동력차단실행루프(ECCT)

가선절연구간표지 60 m 앞에 설치되고 통과하면 이전의 명령이 처리중인 경우 그 처리를 금

지시키고 이전의 명령인 VCB 강제 차단을 즉시 반복하고, 가선절연구간을 통과하면 VCB를 

닫고 표시등 "LS-NE-ATC-03/04" 소등 및 견인운전개시 같은 작용이 일어난다.

그림 2 고속선 절연구간 열차운전제어 시퀀스

2.2 절연구간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

  절연구간의 M, T상(相)이 연결된 자동전원 절체장치는 상간 혼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체동

작이 순차적인 단계로 진행된다. 전기차가 절연구간으로 완전히 진입하였을 때 차량 검지센서

로부터 신호를 입력받고 M상에서 T상(또는 T상에서 M상)으로 절체장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항  목 규  격 비  고

입력전압 42kV (선간전압 기준)

전류 1,000A(40sec), 200A(연속)

절체시간 300 + 50 msec
- 열차검지 신호 입력 후

- By-Pass 동작시간 포함

동작책무 40초 도통, 200초 휴지

상용주파내압 70kV 1분 동안

충격전압 170kV

냉각방식 자냉식(自冷式)

동작빈도 200회/일 개폐

사용조건
설치장소 옥내용, 해발 1,000m 이하

온/습도 -10℃ ~ 40℃, 90%RH 이하 결로하지 않을 것

표 1. 전원절체 개폐장치 주요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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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전기차를 검지하는 센서부분에서 신호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최대 1.5[sec]

이며, 전원절체 개폐장치가 절체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신호 입력 후 약 50[msec]이다. 또

한 개폐장치의 오류 또는 이상 발생시 긴급모드로 전환되어 VCB(Vacuum Circuit Breaker)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300[msec]이므로 이를 모두 감안한 절체 총 시간은 개폐장치 

동작시간과 보조 VCB의 동작시간을 합하여 300+50[msec]로 하였다.

  본 개폐장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Thyristor)를 사용하여 스위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

속 개폐가 가능하고, 기계적 접점이 아닌 방식으로 동작횟수에 제한이 없고, 기계적인 접점의 

개폐 소음도 없으며, gate-off 후에 전류가 스스로 0[A]로 소호하기 때문에 surge의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전원절체 개폐장치의 주요 시방은 표 1과 같다. 

2.3 KTX 추진장치

2.3.1. 주변압기

  주회로차단기가 투입되면, 전차선 전원은 양 쪽 동력차의 주변압기 1차권선에 공급된다. 

1차 권선에 공급된 AC 25 kV의 전차선 전압은 각 모터블록 당 2개의 2차 권선에 AC 1800V로 

변압하여 2개의 (견인)컨버터에 전원을 공급한다. 한쪽 동력차의 주변압기는 3개의 모터블

록에 전원을 공급하므로, 6개의 견인컨버터용 2차권선이 있으며, 다른 1개의 2차 권선은 AC 

1100V로 변압되어 보조컨버터에 공급된다.

2.3.2. 모터블록

  모터블록은 각 동력차에 2개, 각 동력객차에 1개씩 있어 한 편성에 총 6개가 있다. 양 쪽 

동력차의 주변압기에서는 각각 같은 쪽의 모터블록 3개에 전원을 공급한다. 각 모터블록은 

2개의 견인전동기를 제어하며 전원을 공급해주는 관련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 주요 장

치들은 다음과 같다.

  가) 역률개선장치(PFC; Power Factor Correction system)

  주변압기 2차권선에 유도된 전원의 고조파 전류 및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개선시키고, 

60Hz의 제3고조파인 180Hz를 필터링하여 사인파에 가까운 파형을 견인컨버터에 공급한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역률개선장치의 차단접촉기(ISW-PFC-01)는 닫혀 있어 파워요인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각 모터블록 당 2개(견인컨버터 당 1개)의 역률 개선장치는 요구된 

견인전동기의 전류 및 열차의 속도에 따라 작동범위가 정해진다. 역률개선장치 큐브(cube, 

파워유니트, 냉각통)인 CV-PFC-01은 모터블록 당 1개가 있다.

  나) 컨버터(완전브리지)

  각 모터블록에 직렬로 연결된 2개의 컨버터는 주 변압기 2차권선의 AC 1800V를 정류함과 

동시에 인버터로 공급되는 견인전류(출력전류)를 조절한다. 컨버터는 제어되는 도통각에 따

라 출력이 달라진다. 낮은 전압을 위해서는 컨버터 1의 도통만을 필요로 한다. 이 컨버터가 

최대의 도통을 하는 시점에서 컨버터 2에 의해 견인력이 더해진다. 견인 모드에서는 견인회

로의 환류(free wheel)회로 구성을 위해 혼합브리지처럼 작용하고, 회생제동 모드에서는 직

류를 교류로 변환하기 위해 완전브리지로 동작한다. 즉, 회생제동 모드에서의 컨버터는 인

버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컨버터 큐브는 모터블록 당 2개씩 있다(CV-TT-01, CV-TT-02). 컨

버터를 비롯한 역률개선장치, 인버터, 제동쵸퍼 등의 파워유니트(cube)들은 여러 전력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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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싸이리스터, GTO 등)가 밀폐된 큐브 안에 설치되어 액체상태의 냉매속에 잠겨져

(함침) 있다. 이것은 전력소자들의 동작시 발생하는 열을 이 냉매가 흡수하여1차적으로 냉

각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오염(먼지, 습기 등)을 방지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 큐브를‘냉

각통’이라고도 한다. 이 큐브의 몸체는 핀형 라디에터 구조로 되어있어 모터블록 냉각송풍

전동기에 의한 2차 공기냉각이 잘 되도록 하였다.

  컨버터를 비롯한 큐브 전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큐브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유리

가 있고, 제어케이블의 커넥터가 있다. 뒤쪽은 동력회로의 연결단자가 있어 모터블록 후레

임부에 설치된 동력회로의 암커넥터에 삽입되어 연결된다. 큐브를 교환할 때는 큐브 앞쪽의 

제어케이블이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하고, 아래부분의 취부볼트 2개를 푼 다음 인출레버로 

큐브를 당기어 뒤쪽의 연결부가 분리되도록 한 후, 앞쪽으로 당기어 빼내면 된다.

  다) 평활리액터(L-SM-01)

  컨버터에서 정류된 직류(맥류)전원을 필터링하고, 인버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막아준다. 이 리액터 코일은 주변압기 내부에 위치해 있다.

  라) 전류형 인버터

  컨버터에서 공급되는 견인전류를 견인전동기의 고정자 권선에 공급하여 3상 교류전원을 

만들어 낸다. 인버터의 제어방식은 속도에 따라 2가지가 있는데, 120km/h 이하의 저속에서

는 전환회로(전환컨덴서,전환 싸이리스터)를 이용하여 싸이리스터를 소호하는 강제전환방식

으로 제어하며, 120km/h이상의 속도에서는 견인전동기의 역기전력을 이용하여 인버터의 싸

이리스터를 자동으로 소호하는 자연전환 방식으로 제어한다. 인버터는 모터블록 당 2개

(IR-TT-01, IR-TT-0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인버터에는 견인전동기 1개가 연결되

어 있다. 회생제동 모드에서의 인버터는 견인전동기로부터 발생되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주는 컨버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 여자쵸퍼

  견인 또는 회생제동 모드에서, 여자쵸퍼는 보조 컨버터(혼합브리지)로부터 DC 570V 전원

을 공급 받아 직류 출력전원을 조절하여 부러쉬를 통해 직렬로 연결된 2개의 견인전동기 회

전자 권선에 공급한다. 발전제동 모드에서는 밧데리 전압을 입력전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 KTX-Ⅱ 차량의 주전력변환장치

  KTX-Ⅱ 차량의 추진 시스템은 가선으로부터 단상 25KV 전원을 받아 전압을 변환시키는 주 

변압기를 거쳐 추진장치 및 보조전원장치에 전력을 공급한다. 주변압기는 1차권선(단상 

25KV)과 추진 블록에서 사용하는 4개의 2차권선(단상 AC 1400V), 보조전원에 전원을 공급하

는 4개의 2차 보조권선(단상 AC 380V)으로 구성된다.

  주전력변환장치는 동력차 1대에 2대씩 장착되어 주변압기의 단상 교류 전원을

(25KV/1400V) 받아 병렬 컨버터를 통해 DC2800V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인버터부에서 3상 

PWM으로 변환하여 열차에 견인력을 공급하는 유도전동기 2대(각 1100KW)를 구동한다. 한 대

의 동력차에 2개의 주전력변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대의 주전력변환장치는 컨버터 2대를 

병렬운전하고 인버터 1대로 견인전동기 2대를 구동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추진시스템의 사

양은 표 2,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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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용

전기적 사양

용량  1,250KW × 2

입력측
정격전압  1,400VAC

정격전류  928A

출력측
출력전압  2,800VDC

출력전류  857A

시스템 사양

구성  컨버터 2대 병렬운전

반도체소자  IGBT

냉각방식  Heat Pipe + 강제냉각방식

제어방식  PWM(고조파 저감/역률 제어)

스위칭 주파수  540Hz

표 2 KTX-Ⅱ 컨버터 회로 사양

항 목 내용

전기적 사양

용량  2,717KVA

입력측
정격전압  2,800VAC

정격전류  857A

출력측

출력전압  0~2,183VAC(선간전압)

출력전류  718.6A

출력주파수  O~143Hz

시스템 사양

구성  1C2M(1Inverter 2Motors)

반도체소자  IGBT

냉각방식  Heat Pipe + 강제냉각방식

제어방식
 가변전압/가변주파수(VVVF)

 가/감속제어

표 3 KTX-Ⅱ 인버터 사양

  주변압기는 가선으로부터 교류 25KVFMF 강압하여 주변환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고, 컨버터

부를 4상환 PWM컨버러 2대를 병렬 운전하며, 인버터부는 전압형 3상 PWM을 사용하여 유도전

동기 2대를 구동한다.

  주전력변환장치 구성은 단상 교류전원을 받아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컨버터부와 직류전

원을 다시 3상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견인전동기를 구동하는 인버터주로 크게 나누어진다. 

추진 블록 하나의 구성은 컨버터 2대 병렬, 인터버 1개, 인터버 1대에 2개 견인전동기를 구

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버터부는 Boost Type PWM컨버터 방식을 사용하여 직류 링크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고 2

대의 컨버터를 병렬로 연결한다.

2.5. KTX 모터블럭 전자제어장치(MBU)의 주요 정보처리사항

2.5.1 비상제동시의 견인차단

견인(T_QTT=1) 중에 비상제동(L_MAURG=1) 요청이 주어지면 모터블럭 컴퓨터(MBU)는 비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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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할 때까지 견인을 금지시키며 운전실에서 견인요

구( T_QTT=0)는 차단된다.

2.5.2 전차선 전압의 측정

MBU는 계기용 변압기 T-SE-01, T-SE-02, T-SE-HV01에 의해 연속적으로 강압되고 전기적으로 

차단된(Galvanic isolation) 전차선 전압 정보를 받는다. MBU는 전차선 전압(VMUCAT)과 컨

버터 브리지 제어를 위한 상 동기화 시그널을 얻는다.

2.5.3 팬터그래프 이선

  전차선 전압의 측정은 팬터그래프 이선을 감지하는 데 이용된다. 팬터그래프가 이선되면 

팬터그래프가 재접촉할 때 만들어지는 순간적인 이상전원 공급으로부터 전자장치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여자쵸퍼, 역률개선장치(PFC) 컨버터 정류브리지를 블록킹(Blocking) 시키도록 

만든다.

2.5.4 컨버터 정류 브리지의 제어

  컨버터 정류브리지는 인버터에서 요구되는 전압(UCOM)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어된다. 이 

요구전압은 견인 또는 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압을 말하며 인버터전류 요구치(VSRIOD)

와 측정된 인버터전류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여 얻어진다. 컨버터 정류 브리지에 제공되는 

전압은 주변압기 1차측 입력전압에 의존하며 정류 브리지에서는 개방각을 제어한다. 낮은 

전압이 요구될 때는 정류브리지 1번이 동작한다. 1번 브리지에서 최대로 전압을 제어하여 

더 이상 제어가 어렵게 되면 2번 브리지가 이를 보충해준다.

2.5.4 MBU의 저전압 정보 불일치

  MBU장치는 견인제동 접촉기, 여자접촉기, 밧데리 여자접촉기를 점검한다. 견인 또는 회생

제동 중에 견인제동 접촉기 또는 여자 접촉기가 개방되거나 밧데리 여자접촉기가 200MS동안 

개방되면 MBU는 “저 전압 정보 불일치” 고장을 기록한다. 이 고장 정보의 감지에 따라 

MBU는 현재 작동 모드를 중지한다.

2.5.6 KTX 인버터 전압에 따른 동작이해

  인버터는 입력전압(Ue) 동작변환 단계가 다르다.

  가) 저전압

    - Ue < 360V 저전압 감지로 동작 정지

    - Ue > 440V 재기동

  나) 고전압

    - Ue > 690V 고전압 감지로 정지

    - Ue < 610V 재기동

2.6 KTX 모터블럭 제어 시나리오 주요 표시정보

2.6.1 L_change_dcp

  이 변수는 팬터그래프의 이선을 나타낸다. 전차선 전압의 측정은 열차의 속도가 10 km/h 

이상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때, 이선 감지를 가능하게 한다.

  - 전차선 전압이 15 kV 이하로 될 때

  - 인버터 전류 I의 측정값과 그 기준치의 차이가 300 A 이상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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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차선 전압이 “0” 지점을 통과하고, 2주기(사이클) 이상 동안 “0” 지점에 머물러 

있을 때

  - 인버터 전류 I의 측정값이 그 기준치의 1/3 이하로 될 때

결과로서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견인 모드일 때는 시나리오 1202에서 나와서 1203으로 전

환된다. 3.4초의 경사(rampe) 후, 모터블록의 로직은 정상적인 견인 기능을 다시 취한다. 

회생제동 모드일 때는 시나리오 1112에서 나와 1113으로 전환된다.

2.6.2 L_demfr_rh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동 모드는 회생제동이다. 이 모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작할 

수 없으며, 이 때는 발전제동 모드(L_demfr_rh = 1)로 전환된다.

  - 전차선 전압(VMUCAT)이 사라진 때

  - 전차선 전압이 29 kV 이상으로 된 때

  - 주회로차단기(VCB-01)가 열린 때(계전기 R-CS-VCB-01이 여자되지 않은 상태)

  - 지상신호에 의한 운전실 정보가 ‘사구간 접근’(T_RHEBATC = 1)을 요구한 때

결과로서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 제동 모드일 때는 시나리오 0112로 전환된다.

  - 회생제동 모드일 때는 시나리오 1112에서 나와 1113으로 전환된다.

2.6.3 L_d500T

  이 변수는 전압 감지용 계전기인 RR-MV-01, 02에 의해 제공되는 570 V 전압의 존재에 

대한 고장정보에 해당된다. 570 V 전압의 부재시에는 이 변수가 “1” 상태로 된다.

결과로서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 견인 모드에서는 시나리오 1000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시나리오 1202에서 

나와서 1203으로 전환된다.

  - 회생제동 모드에서는 시나리오 1111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시나리오 1112에서 

나와서 1113으로 전환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차선로 절연구간에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을 적용하여 고속철도 차량

의 운행전원이 자동절체 되는 경우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폐장치가 전차선로 전원을 자동절체 하는 경우 현재의 고속철도 차량에서 검지되는 현상

은 모터블럭에서 전차선 가선전압을 측정하여 인버터 전류가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이가 

300A 이상이 되거나, 전차선 전압이 “0”지점을 통과하고 2주기(싸이클) 이상 동안 “0”

지점에 머물러 있고, 인버터의 전류의 측정값이 기준치의 1/3 이하로 되는 것을 검지하기 

때문에 모터블럭은 견인모드에서 보호모드로 전환하고 3.4초의 경사(rampe) 후 모터블럭의 

로직은 정상적인 견인 기능을 다시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모터블럭 보호동작은 전기차량 자체에서 취하는 시스템 보호동작으로 향후 절

연구간을 운행하는 전기차량의 급전전압을 자동절체하는 경우 전기차량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개발시스템을 시험선과 운행선에 구축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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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차량을 투입하여 자동전원 개폐장치와 전기차량의 급전전압 인터페이스 안정성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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