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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eutral section on electric railway system is significant sector in order to prevent short circuit of two 

electric powers. However, while electric trains pass the neutral section, those speed is decreased and the accident of AC 

electric traction system and the electric train would be occurred. So the countermeasures are urgently needed. The 

automatic power switching technology system that is current be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s system to improve these 

problems. Because main object of this system is power change using static switch in the neutral section, it’s expected to 

cause a variety of transients. Especially, onboard transformer inrush current for electric railway train can be occurred 

more than rated current according to switching time. Therefore,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are needed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is system.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automatic power switching technology system. Especially, it 

reviews inrush current according to the closing phase angle. And we propose control plan of inrush current considering 

the case that voltage is maintained due to counter electromotive force and regenerative braking operation of electric 

railway train. Finally, the proposed control scheme was reviewed using the transient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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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철도는 화석연료의 고갈,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 

등 사회 인 요구와 함께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해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기술의 발달과 

이용으로 인해 기철도의 활용은 속히 증가하는 추세이

다. 뿐만 아니라, 물류 화물을 수송함에 있어서 부터 

요한 교통수단이다. 그로 인해 기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

의 신뢰성과 안 성에 한 기 치는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철도 시스템은 일반 으로 한 으로부터 

154[kV]로 력을 공 받아 스코트변압기를 통해 50[kV]의 

압, 90
▫
의 상차를 갖는 M상과 T상으로 기철도 차량

에 력을 공 한다. 기설비로서 기 인 특성상 서로 

다른 기와 속할 경우 두 기 간에 서로 마주치지 않도

록 연을 시켜야 하는데 이 필수 인 구간을 연구간이라 

한다[1,2]. 그림 1은 교류 기철도계통의 개념도이다. 기

차량은 연구간을 통과 시 서로 다른 2개의 원이 혼 되

지 않도록 기차량은 MCB(Main Circuit Breaker) 차단 후 

타행운 으로 약 600～700[m] 이동한다[1,3]. 이는 기차량

의 속도를 하시키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간에 

MCB를 차단하지 않고 진입하게 된다면 차선로  차량에 

심한 아크 발생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기차량 운행 

지, 시스템 손상 등의 사고 발생의 문제 이 우려되고 있다.

 

그림 1 교류 기철도 계통  연구간

Fig. 1 AC electric railway system and neutral section

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간 무

 자동 원 체 통과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다. 이 시스

템은 정지형 개폐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2개의 원을 신

속하게 체하고 투입함으로써 기철도차량의 정 시간을 

이고 연구간의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다[4].

본 논문에서는 재 연구개발 인 연구간 무  자동 

원 체 통과시스템의 동작에 한 해석을 진행하 다. 시

스템에 한 동작을 등가 으로 5단계로 구분하고 개폐기 

동작 시의 과도상태에 해서 분석하 다. 그리고 기차량

의 상태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원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학회논문지 59권 12호 2010년 12월

2126

돌입 류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안에 해 PSCAD/EMTDC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작을 검토하 다.

2. 기차량 내 주변압기의 돌입 류 분석

2.1 연구간 무  자동 원 체 통과시스템

2.1.1 연구간 자동통과 장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간 자동통과 장치는 서

론에서 언 했듯이 연구간 통과 시 발생되는 철도계통  

기차량에 한 악 향을 이고자 연구개발 인 시스템

이다. 그림 2는 연구간 자동통과 장치의 개념도이다. 자동

통과 장치는 기차량의 진입 여부, 압, 주 수 등 필요한 

정보를 계측할 수 있는 센서장치, 기존 진공개폐기 신 반

구 이고 고속 개폐가 가능한 사이리스터 소자를 활용한 

정지형 개폐기로 동작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다[5]. 그리고 논문에서 T상과 

M상의 순서로 인한 다양한 경우를 A상과 B상으로 가정하

여 연구하 다. 본 연구간 자동통과 시스템은 기차량이 

시스템 구간에 진입한 후에 특정 시 스에 의해 원을 

환함으로써 연구간의 정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연구간 자동통과 장치 개념도

Fig. 2 Concept of automatic power switch on the neutral 

section

2.1.2 연구간 자동통과 장치의 등가모델

연구간 자동통과 장치의 동작을 해석하기 해 본 논문

에서는 과도해석 로그램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

델링하 다. 연구간 자동통과 장치와 기차량에 해 등

가모델을 구성하고 기철도계통에서 원을 체하고 투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상태를 해석하 다. 그림 3은 시

스템의 동작 해석을 해 구성한 시스템  기차량의 등

가모델을 표 한 것이다. 시뮬 이션에서 표 한 기철도

계통은 한  154[kV] 원, 이를 M상과 T상으로 나 어 

기철도계통에 원을 공 하는 스코트변압기, 기철도계통

의 단권변압기(AT)로 구성하 다[6]. 그리고 기존의 연구

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통과 장치를 삽입하 다. 기차

량부하는 자기포화특성을 갖는 3권선 변압기와 R-L 등가회

로로 표 하 다.

그림 3 연구간 무  자동 원 체 통과시스템의 등가

회로도

Fig. 3 Equivalent circuit of automatic power switching 

system on the neutral section

2.2 연구간 무  자동 원 체 통과시스템의 동작 

해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간 자동통과 장치의 동작패턴을 자

동 원 통과시스템내의 기차량의 치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해 분석하 다[5]. 그리고 표 

1은 자동통과 장치의 동작 5단계에 한 SW_A와 SW_B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자동통과 장치의 열차 치별 동작단계

Fig. 4 Train location according to operation state of 

automatic power switch

표 1 동작단계별 개폐기 상태

Table 1 Switch state according to operation state of 

automatic power switch 

개폐기
기차량의 치

1 2 3 4 5

SW_A ON ON OFF OFF OFF

SW_B OFF OFF OFF ON ON

2.2.1 자동통과 장치의 원 체동작 분석

연구간 자동통과 장치의 동작을 표 한 표 1에서 2단계

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동작은 SW_A가 A상 원을 차단

한다. 그림 5는 SW_A가 압의 특정 상각에 동작신호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차량의 류 형이다. 시뮬

이션 결과, 사이리스터 소자의 특징으로 인해 체 신호 

상각에 상 없이 류가 0인 에서 완 히 off되었다. 즉, 

스 치 off 동작 시 체 상각의 향이 거의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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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입 상각에 따라 최  0.5[cycle]정도 지연될 수 있는 

을 보여 다.

(a) A상의 압 상이 0
▫
 일 경우

(b) A상의 압 상이 45
▫
 일 경우

(c) A상의 압 상이 90
▫
 일 경우

그림 5 SW_A 동작 상각에 따른 류 형

Fig. 5 Current waveform of train according to operation 

phase angle of SW_A

2.2.2 자동통과 장치의 원 투입동작 분석

자동통과 장치의 A상 원 체 동작 후 일정시간 후 B

상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는 자동통과 장치의 동작 3단

계에서 4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는 무 압 상태인 

기차량의 주변압기로 B상 원이 갑자기 인가됨으로써 변압

기 여자 돌입 류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림 6은 SW_B

가 특정 상각에 동작신호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

차량의 류 형이다. 표 2는 SW_B가 특정 상각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돌입 류의 첫 번째 주기의 최 치를 나타낸 

것이다. 시뮬 이션 결과, 변압기의 돌입 류는 투입 원의 

압 상이 90
▫
에서 가장 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a) B상의 압 상이 0
▫
 일 경우

(b) B상의 압 상이 45
▫
 일 경우

(c) B상의 압 상이 90
▫
 일 경우

그림 6 SW_B 동작 상각에 따른 류 형

Fig. 6 Current waveform of train according to operation 

phase angle of SW_B

표 2 SW_B 동작 상각에 따른 열차 류의 최 값

Table 2 Current peak value of train according to operation 

phase angle of SW_B

SW_B 동작 신호 

발생 상각[deg]
0 30 45 60 90

최  돌입 류 크기 

[kA_peak]
1.6 1.3 1.04 0.57 0.16

2.3 기차량 내 역기 력의 향으로 인한 변압기 여자 

돌입 류 해석

앞 장에서는 기차량이 단순한 R-L 부하로써 동작할 경

우에 해 연구간 무  자동 원 체통과시스템의 동

작에 해서 해석하 다. 그러나 기차량의 운행  보조

동기의 역기 력  차량의 회생제동운  등으로 인해 

기차량에 압이 존재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7]. 이와 같

은 상황에서는 돌입 류 억제를 한 투입 원의 압 상

각 90▫  투입이 일반 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돌입 류는 투

입조건에 따라 정격 류의 수 배 이상의 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한 검토는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3.1 압이 존재하는 기차량의 등가모델

앞 에서 언 한 기차량의 역기 력이 돌입 류 제어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할 때, 투입 원(B상 원)에 해 상이 β만

큼 뒤쳐진 압원을 가진 부하로 기차량의 역기 력을 등

가모델로 구 하 다[7].

2.3.2 자동통과 장치의 원 투입동작 분석

압원을 가진 기차량에 해 시스템의 동작 시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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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션은 2.2 에서 진행한 시뮬 이션에서 기차량의 등가부

하만 수정하여 진행하 다. 여기서 투입 원과 기차량

압의 상차 β는 약 61▫로 설정하 다. 그림 7은 투입 원

의 투입 상각이 0▫, 45▫, 90▫일 때 기차량  철도계통

에 흐르는 류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림 7에서 보여지

는 것처럼 기차량에 압이 존재할 경우 90▫  투입 시 정

격 류의 5배 이상의 큰 돌입 류가 발생되었다. 그와 조

으로 45▫  투입 시 돌입 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실

제로는 약 35▫ 근처에서 돌입 류가 최소임을 시뮬 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 B상의 압 상이 0
▫
 일 경우

(b) B상의 압 상이 45
▫
 일 경우

(c) B상의 압 상이 90▫  일 경우

그림 7 SW_B 동작 상각에 따른 류 형( 기차량이 역

기 력 고려 시)

Fig. 7 Current waveform of train according to operation 

phase angle of SW_B(considering counter electro 

motive force)

3. 변압기 여자 돌입 류의 제어방안

3.1 여자 돌입 류 제어

앞 장의 시뮬 이션 결과, 기차량의 역기 력  회생

제동운  등으로 인해 기차량의 압이 존재할 경우 돌입

류를 최소로 하는 투입 상시 은 변동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투입시 을 결정하는 제어가 이루어져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원의 차를 이용한 방법으로 

변압기의 여자 돌입 류를 최소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식 (1)은 두 압의 차를 정  형태로 표 한 식이다.

(1)

  투입전원상전원의전압
 열차의전압
  와의위상차

등가 으로 기차량 내 주변압기는 식 (1)의 새로운 

압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압을 기

으로 새로운 투입기 을 결정할 수 있다. 

3.2 여자 돌입 류 제어 방안 검증

3.1 에서 제안한 최소 돌입 류 제어 방안을 검증하기 

해 다음의 사례연구에 한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그

림 8은 사례연구에 한 기차량의 압 형 패턴이다. 

<사례연구 데이터>

V2_rms  = 27.42[kV]

Vtrain_rms = 25[kV]

β = 61[deg]

f  = 60[Hz] 

그림 8 사례연구에 한 기차량 주변압기 1차측 압 형 

Fig. 8 The primary voltage of onboard transformer of train 

for case study

그림 9는 V2와 Vtrain 두 압의 차에 의해 발생되는 새로

운 압 형의 90▫  상각에서 개폐기가 투입되도록 설계한 

제어회로를 나타낸다.

그림 9 최소 돌입 류제어를 한 제어회로

Fig. 9 Control circuit for the least inrush curr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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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 결과, 투입 압에 비해 61▫ 뒤쳐진 원이 

기차량에서 발생함에도 최소돌입 류 제어를 통해 B상 원

의 투입시 을 결정함으로써 돌입 류가 최소로 발생함을 

그림 10에서 시뮬 이션 결과로 보여 다. 한 그림 11과 

같이 B상 원의 압 상이 90▫가 아닌 새로운 투입시

이 결정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0 최소 돌입 류제어를 통한 기차량의 류 형

Fig. 10 Current waveform of train through the least inrush 

current control

그림 11 B상 압의 형과 SW_B 투입시  달신호

Fig. 11 B-phase voltage waveform and the signal of input 

of SW_B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향후 철도계통의 연구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기차량의 정 시간을 감소시키기 

해 연구개발 인 연구간 자동 원 체 통과시스템의 동

작에 해서 분석하 다. 그리고 기차량의 다양한 진입조

건을 검토하고 역기 력  회생제동 운 으로 인해 연구

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이 유지되는 기차량에 

해 최소 돌입 류제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한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한 제어방안에 한 검증을 진

행하 다. 

시뮬 이션 검토 결과, 기차량 내 압유지 유▪무에 

따라 최소돌입 류가 발생하는 원 투입시 은 확연한 차

이를 보 다. 특히 투입 원과 기차량의 원사이의 상

차가 가장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연구간 무  자동 원 체 통과 시스템 

개발  설계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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