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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 급전변전소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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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전 시스템은 전기철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량부하

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1]. 현

재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 시

스템도 차량 운행 시 전력이 차량부하까지 공급되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기부상열차의 급전변전소는 공급되

는 전력의 주파수 변화에 필요한 인버터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철도 급전 시스템과는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에 대한 급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의 정격과

기본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

에서는 3레벨 인버터를 이용한 자기부상열차의 급전변전소

를 모델링하고, 과도현상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프로

그램인 PSCAD/EMTDC를 이용하여 그 출력 특성을 살펴보

았다.

또한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부하에 공급하려는 출력을 위

한 인버터 제어 방법을 기술하였다.

시뮬레이션 평가는 독일의 Transrapid(TR)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개발되어 중국 상하이에서

시범선으로 운행 중인 TR-08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변전소

는 크게 주 변전소, 견인 변전소, 보조 변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 변전소는 배전 네트워크로부터 110kV를 공급받아

20kV로 감압하여 견인 변전소와 보조 변전소로 전력을 공

급한다. 견인 변전소는 20kV의 전력을 공급받아 차량의 추

진에 필요한 전력을 위한 감압을 하고, 보조 변전소는 스위

치 스테이션, 중앙제어실, 차량기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

해 20kV의 전압을 감압하는 역할을 한다[2]. 전체 시스템 구

성도와 설비의 정격은 TR-07을 참고하였으며[3], 인버터의

세부적인 구조는 중국 상하이 자기부상열차 시범선에 적용

된 인버터를 이용하였다[4].

2. 본 론

2.1 전력공급 시스템의 구조

2.1.1 급전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모델링한 자기부상열차 급전 시스템의 구조

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은 TR-07 자기부상열차 시

스템의 급전 회로도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TR-07 급전

시스템의 구성은 Fig. 2와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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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wer supply system

현재 국내 계통을 고려해 볼 때, Fig. 1에서 계통으로부터

154kV의 전압을 수전 받으면, 주변압기에서 22.9kV로 감압

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류기 입력 변압기를 통해 22.9kV

의 전압이 정류기 입력 설정 전압으로 다시 감압된다. 감압

된 교류 전압은 정류기를 통해 직류로 변환되고, 변환된 직

류 전압은 Feeder line을 통해 4쌍의 3레벨 인버터의 입력

으로 들어가고, 인버터는 원하는 출력을 위한 전압과 주파

수를 제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버터의 3상 출력은 출력

변압기를 통해 공급하려는 부하에 맞게 전압이 가변되어 공

급이 이루어진다.

Fig. 1에서 주변압기의 정격은 31.5MVA이고, 정류기 입

력 변압기의 정격은 2×5.6MVA, 출력 변압기의 정격은 4×

1.8MVA이다. TR-07에서 출력 변압기의 전압 크기는 상전

압으로 4,500V 이내로 출력되고, 주파수는 최대 215Hz까지

가변되어 진다[3]. 3레벨 인버터의 전력변환 소자는 GTO

(Gate Turn-Off) 사이리스터를 이용하였다[4].

2.1.2 3레벨 인버터

3레벨 인버터는 직류전원전압을 직렬 접속된 2개의 커패

시터로 분압하여 고전압, 중전압 그리고 저전압의 3가지 전

압레벨을 만들어 스위칭 소자의 ON, OFF 동작을 통해 이

3레벨의 전압을 인버터의 출력단자에 출력시키는 인버터를

말한다[5].

3레벨 인버터는 출력전압펄스의 스텝수가 증가하므로 왜

곡이 작은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스위칭 소자에 인가되는 전

압이 2레벨에 비해 절반이므로 고전압, 고전력 구조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이 상대적으로 작으므

로 스위칭 소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고주파

스위칭에 유리해진다. 3레벨 인버터를 이용하여 고주파 스

위칭을 구현하게 되면 고주파의 저감 및 소음감소라는 장점

을 얻어낼 수 있다[6].

2.2 자기부상열차 급전 시스템의 PSCAD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를 이용하여 TR-07의 시

스템을 바탕으로 한 급전 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3]. 시스템

구조와 설비 정격은 TR-07 급전 시스템을 참고하였고, 모

선의 전압은 현재 국내 계통의 상황을 고려하여 154kV를 수

전하여 주변압기에서 22.9kV로 감압하였다. 

 

Fig. 2 Power supply system for Transrapid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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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AD 모델링은 Fig. 3과 같다. Fig. 3에 나타낸 회로도

는 Fig. 1의 구성도에서 1개의 주변압기, 2개의 정류기 입

력변압기, 2개의 정류기, 2개의 3레벨 인버터, 1개의 출력변

압기로 구성된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급전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Fig. 1과 같은 전체 변전

소가 선로의 양 끝단에 하나씩 배치된 쌍단 병렬 급전방식

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의 변전소는 1개의 주변압기, 2개의

정류기 입력 변압기, 2개의 정류기, 8개의 3레벨 인버터, 4

개의 출력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다.

정류기의 입력 전압은 1kV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입력

변압기의 정격을 설정하였다. 3레벨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

는 상하이 자기부상열차 시스템과 동일한 GTO 사이리스터

를 이용하였다[2]. 인버터의 출력 전압은 출력 변압기를 통

해 최종적으로 가변시켜 부하에 공급할 원하는 전압으로 맞

춰주게 된다. 따라서 부하에 공급할 전압 레벨에 맞게 출력

변압기의 정격을 결정해야 한다.

3레벨 인버터의 사이리스터 게이트 신호 발생은 2개의 캐

리어파와 기준파의 크기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GTO의 스위

칭 주파수의 한계치는 통상적으로 약 400Hz이기 때문에 TR-

07 시스템의 최대 출력 주파수인 215Hz를 출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수행된 PSCAD 모델링의 기준파와 2개의 캐

리어파의 출력 파형은 Fig. 4와 같다. 인버터의 기준파와 캐

리어파의 비교를 통한 스위치 게이트 신호의 발생 원리는 기

존의 이론을 따랐으며[8], 기준파와 캐리어파의 주파수, 진

폭 변조비는 아래에 기술하였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캐리어파와 기준파의 크기 비교를 통

해 각 스위치의 turn-on이나 turn-off 여부가 결정되고, 이것

을 기준으로 각 arm에 있는 스위치의 게이트 신호로 입력

된다. 기준파의 진폭 변조비는 0.7로 설정하였으며, 초기 주

파수는 60Hz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캐리어파의 주파수는

660Hz으로 설정하였다.

차량부하는 현재 TR-08의 최대 유효전력인 13.6MW의 크

기를 갖는 유도성 고정부하를 이용하였다[7].

기준파의 변조비를 0.7, 주파수를 60Hz로 설정하고,

13.6MW의 유도성 고정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3레벨 인버터의 a상, b상, c상의 각 상전압은

Fig. 5와 같이 출력되었고, 단위는 kV이다.

Fig. 5에서 인버터 출력파형의 피크값이 직류 입력 전압

인 1kV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진폭 변조비에 의해 펄스

파형의 폭이 조절된다. 그리고 인버터 출력 파형의 주파수

는 기준파의 주파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

상전압 파형은 3레벨 인버터의 출력 특성과 같이 1kV, 0V,

-1kV의 3단계의 전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버터 출력의 선간전압 파형은 Fig. 6에 나타내

었다.

Fig. 7은 주파수 가변에 따른 출력 변압기의 출력 전압 파

형을 나타낸 것이다. 진폭 변조비는 0.7로 유지를 하고, 기

준파의 주파수는 초기 주파수 60Hz에서 최고 주파수인

215Hz까지 변화시켜 보았다.

Fig. 3 Modeling of power supply system using PSCAD/EMTDC

Fig. 4 Waveform of reference wave and carrier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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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에서 기준파 주파수 가변을 약 0.6초에서 실행하였

고, 출력 변압기의 출력 전압의 주파수가 60Hz에서 최고 주

파수인 215Hz로 가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기준파의 주파수를 60Hz로 고정시키고, 진폭 변

조비를 0.7에서 0.35로 변화시켰을 때의 출력 변압기의 출

력 전압 파형이다.

Fig. 8을 보면 약 0.6초에서 진폭 변조비를 0.7에서 0.35

로 감소시킴에 따라 출력 파형도 비례하여 1/2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PSCAD/EMTDC를 이용하여 독일 Transrapid 07을 기초로

한 급전 시스템을 모델링 하였다.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정

격은 독일 TR-07을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3레벨 인버터

의 구조는 중국 상하이 자기부상열차의 급전 회로도를 분석

하여 모델링 하였다.

1개의 주변압기, 2개의 정류기 입력변압기, 2개의 정류기,

2개의 3레벨 인버터, 1개의 출력변압기를 기본 구성으로 하

여 하나의 변전소에 4쌍의 인버터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TR-08이 적용되어 있는 중국 상하이 자기부상열차 시범선

의 급전 시스템과 같이, 2개의 변전소에서 하나의 선로에 전

력을 공급하는 쌍단 병렬 전력 공급방식을 이용하여 13.6MW

의 유도성 고정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도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3레벨 인버터에서 출력되는 각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확인

하고, 기준파의 주파수와 진폭 변조비를 변화시켰을 때의 출

력을 살펴보았다. 기준파의 주파수를 최대 출력 주파수인

215Hz까지 증가시켰을 때, 출력 변압기의 출력도 215Hz로

증가하고, 진폭 변조비를 변화시켰을 때도 출력 변압기의 출

력 전압도 같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TR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국

내에 도입하였을 때, 설비의 정격이나 각 모선 전압 크기

의 설정, 출력 변압기의 특성 분석, 고조파 필터 설치에

따른 출력 파형 왜곡 감소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Fig. 5 Waveform of each phase voltages for output of inverter

Fig. 6 Waveform of Line-to-Line voltage for output of inverter

Fig. 7 Output voltage for variation of frequency of reference wave

Fig. 8 Output voltage for variation of amplitude of referenc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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