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7권 제4호 ■ pp. 228-232 (2014년 8월)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17, NO.4 ■  pp.228-232 (August 2014)

ISSN 1738-6225(Print)

ISSN 2288-2235(Online)

철도용 무선전력전송시스템의 급전선로와 레일유기전압의 관계

 Relation between Induced Voltage of Rail and Feeding Line of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for Railway Application

김재희*·박찬배·정신명·이승환·이병송·이준호·이수길

JaeHee Kim·Chan-Bae Park·Shin-Myung Jung·Seung-Hwan Lee·

Byung-Song Lee·Jun-Ho Lee·Su-Gil Lee

 1. 서 론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은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접점 없이

부하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서는 저주파는 전류가 잘 유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

원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고 고주파로 변환을 해 주어야 한

다. 또한 최대한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급전선로와 픽

업의 리액턴스 성분을 줄이는 공진구조를 사용한다. 따라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은 고주파로 변환하는 인버터, 고주파

전원을 자기장으로 만들어 주는 공진형 급전선로, 자기장을

수신하여 전압으로 만들어 주는 공진형 픽업 그리고 유기된

전압을 부하에 공급가능한 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정류기 및

레귤레이터 등으로 구성이 된다[1]. 무선전력전송장치는 수

W에서 수백 kW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적은 용

량의 응용에서는 휴대폰 및 노트북, 소형가전, 로봇 충전 등

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대용량 응용에서는 자동차, 버스, 철

도 충전에 적용되고 있다[2-9]. 적은 용량의 경우 고주파 소

자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높여 MHz

단위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며, 대용량의 경

우 주파수를 올리는 것에는 소자한계로 인하여 수십 kHz 단

위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철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은 대

용량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이며, 철도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도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따

라서 철도의 무선전력전송은 온라인 버스[10]와 같이 급전

선로의 루프를 길게 형성을 해주어야 한다. 철도의 무선전

력전송 시스템은 기존의 다른 응용과는 다르게 급전선로 주

변에 레일이 존재한다. 레일은 열차가 움직이는 변위를 줄

여 공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열차의 위치가 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급전선로에서 형성되는 자기

장에 의해 전압이 유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전력

전송을 철도에 적용할 경우 레일 유기전압이 형성될 수 있

음을 제안하고 다양한 급전선로에 대해서 레일의 유기전압

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유기전압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급전선로의 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급전선로의 형상과 레일 유기전압의 관계

2.1 급전선로와 레일 유기전압

무선전력전송의 급전선로는 일반적으로 루프 형태로 구성

이 된다. 루프에 강한 전류를 흘리게 되면 루프의 안쪽에 자

기장이 형성이 되며 급전선로와 일정거리가 떨어진 픽업의

코일이 자기장을 수집하여 전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급전

선로의 자기장은 픽업뿐만 아니라 주변 금속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특히 철도환경의 경우 급전선로 좌우로 레일이

있으며 두 레일이 연결되면 하나의 폐루프가 형성이 되고 자

기장이 선로 안쪽에서 쇄교하게 되면 유기전압이 형성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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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에서는 3가지 무선전력전송 선로에 대해서 레일에 형성되는 유기전압의 관계를 시뮬레이션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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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일의 규격에 따라서 유기전압의 양이 조금 달라질 수

는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급전선로와 레일 유기전압과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레일을 고정을 하고 진행하였다. 철

도환경에서 무선전력전송의 급전선로의 구성을 Fig. 1에 도

시하였다. 레일은 철이 재질이며 레일간 간격을 1.435m로 하

였다. 그리고 급전선로는 폭 0.8m 길이 10m로 구성을 하였

다. 급전선로의 직경은 30mm로 설정을 하였다. 실제 철도

레일은 분기기 및 궤도회로가 있기 때문에 레일의 양쪽은 전

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급전선로에 전류를 흘

리게 되면 레일이 형성하는 폐루프로 자속이 쇄교하여 레일

에 유기전압이 형성이 된다. 무선전력전송의 주파수를 60kHz

로 하고 급전전류를 300A로 넣고 시뮬레이션을 했다. 무선

전력전송에 있어서 선로주변의 자기장(EMF)의 세기도 안전

을 위하여 중요한 파라미터이며, 본 논문에서는 선로 중심

으로부터 1.75m 떨어진 지점의 EMF를 같이 살펴보았다. 시

뮬레이션은 3차원 전자기 해석 시뮬레이션 상용소프트웨어

[11]를 사용하였고 결과는 Fig. 2에 도시하였다. 레일의 유

기전압은 최대치가 506V로 나왔으며, 시뮬레이션된 EMF 값

은 183mG 이다. 레일 유기전압의 경우 IEC 62128-1에 의

하면 정상상태에서 60V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EMF는 유

럽의 ICNIRP Guidelines[12]에 62.5mG를 규정하고 있다. 시

뮬레이션 결과는 이를 모두 상회하는 값이므로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

2.2 레일 유기전압 개선을 위한 급전선로 구조

레일에 유기전압이 생기는 원인은 레일이 형성하는 폐루

프 내부에 자기장이 쇄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전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쇄교하는 자기장의 양을 없애거나 혹

은 쇄교하는 자기장이 위치에 따라 방향이 달라서 서로 상

쇄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구조에서 쇄교하는 자기장을 줄

이기 위해서는 급전선로에 코어를 사용하거나 픽업모듈의 형

상을 디자인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장을 줄

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급전선로의 형상

을 바꾸어 레일 유기전압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다.

쇄교하는 자기장을 서로 상쇄시키기 위한 급전선로는 2가지

가 있다. 첫번째는 급전선로가 진행방향으로 서로 교차하도

록 구성을 하여 인근선로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구성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감긴 두 개의

급전루프를 사용하는 것이다. Fig. 3은 교차하는 급전선로

(Twisted feeding line)와 감는 방향이 다른 두 개의 급전선

로(Two loops for different winding direction)를 도시하였다.

교차하는 선로의 총 길이는 10m이며 서로 교차하는 간격은

1m이다. 그리고 루프의 폭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 0.8m로

하였다. 선로 반대방향으로 감긴 두 개의 루프 급전선로의

경우 각 루프의 폭은 0.3m이며 간격은 0.3m이다. 그리고 급

전선로의 길이는 10m이다. 각 급전구조에 대해서 레일의 유

기전압과 1.75m 떨어진 지점에서의 EMF 값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4, 5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

기전압은 교차하는 급전선로가 0.26V, 두 개의 급전선로가

0.14V로 기존 단일 루프(Reference feeding line)의 구조보다

Fig. 1 Feeding line of the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for

railway application

Fig. 2 Induced voltage of the rail and magnetic field distribution

near the feeding line Fig. 3 Feeding lines to reduce induced voltage of the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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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선

로의 자기장의 분포를 보더라도 레일 밖으로 형성되는 양이

줄어 들었다. 교차하는 선로의 EMF 값은 3.9mG, 반대방향

으로 감은 두 개의 급전선로의 EMF는 51.7mG로 기존구조

보다는 개선이 되었다. 따라서 이의 결과로부터 철도 무선

전력전송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레일 유기전압과 EMF

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레일 안쪽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형성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상

쇄시킬 수 있도록 자기장의 방향을 교차하도록 구성하는 것

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3 픽업의 유기전압과 급전선로의 관계

픽업의 유기전압은 픽업의 형상 및 급전선로의 형상에 따

라서 달라지게 된다. 픽업은 급전선로에서 형성되는 자기장

을 최대한 잘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일

반적으로 픽업 코일의 너비는 급전선로의 너비와 유사하게

설계하고 픽업상단에는 자기장 차폐 및 픽업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하여 페라이트 판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인 픽업 구조를 활용하여 각 선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픽

업의 유기전압을 살펴보았다. Fig. 6은 각 선로에 적용하기

위한 픽업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기준루프 급전선로와 교차

하는 급전선로는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픽업

을 사용한다. 코일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최외각 선로의 가

로세로는 800mm로 급전선로의 너비와 동일하고 턴수는 25

턴으로 하였다. 반대방향의 두 개의 급전선로에 맞는 픽업

의 경우는 급전선로가 두 개의 루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

문에 픽업 역시 두 개의 루프로 형성을 하여야 한다. 픽업

의 사이즈는 Fig.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것과 동일

하게 하였고 급전선로와 동일한 폭으로 하여 두 개의 루프

를 구성하였다. 각 루프의 턴 수는 동일한 25턴이다. 급전

선로와 픽업의 공극을 100mm로 설정하였을 때 픽업의 유

기전압과 레일의 유기전압, 그리고 선로와 1.75m 떨어진 지

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고속철도의

경우 공급하는 전압값이 2,800V이므로 기준급전선로의 픽

업유기전압을 약 3,000V가 되도록 급전선로 전류를 결정하

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급전선로의 전류값은 380A이고

단일 턴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Table 1에 도시하였다. 단

일 루프의 기준 급전선로의 경우 픽업의 유기전압은 3,080V

가 나왔으며 레일의 유기전압은 611V이다. 그리고 급전선

로의 중심과 1.75m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60mG이다. 이의 결과는 레일 유기전압에 레일에 전류가 흘

려 다른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값이며, 또한 자기장 값

이 인체의 기준인 62.5mG를 넘는 값이 된다. 교차하는 급

전선로의 픽업 유기전압은 4,280V로 기준 급전선로보다 높

은 픽업 유기전압을 갖는다. 하지만 교차하는 급전선로의 픽

업 유기전압의 경우 급전선로의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

는데 급전선로가 교차하는 지점위에 픽업이 위치하게 되면

픽업에 올라오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유기전압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교차하는 급전선로의 유

기전압은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지게 되어 추가적으로 전압

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픽업의 구조가 필요하게 된다. 레

일 유기전압은 11.3V로 낮은 값을 가지며, 자기장 값은

48mG로 인체 노출기준을 만족시킨다. 반대방향의 두 개의

Fig. 4 Induced voltage of the rail for the each feeding line

Fig. 5 Magnetic field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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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선로는 픽업의 두 개의 코일이 서로 직렬로 연결이 되

어 전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때, 픽업의 유기

전압이 4,150V로 나왔다. 레일의 유기전압은 0.1V로 무시할

수 있는 값이다. 또한 자기장 역시 58mG로 인체에 무해한

값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었다. 교차하는 급전선로와 반대방

향의 두 개의 급전선로의 경우 기존의 급전선로와는 달리 모

두 레일 내부에 서로 자기장을 상쇄시키도록 반대방향을 자

기장을 갖게 디자인 되었다. 각 선로의 자기장 분포를 Fig.

7에 도시하였다. 급전선로에서 형성되는 최대의 자기장에 대

해서 그림 상단의 자기장 단면을 보면 기준 급전선로에 비

해서 다른 두 개의 급전선로가 선로 옆으로 형성되는 자기

장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의 아래를 보면 선

로와 1.75m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나타낸 것인

데 특이한 점은 기준급전선로와 반대방향의 두 개의 급전선

로의 경우 자기장이 가장강한 지점은 급전선로의 길이방향

으로 가운데임에 반해서 교차하는 급전선로의 경우 선로의

양끝 단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차하는 급전

선로가 다른 급전선로와는 다르게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

로 되는 것이 급전선로 길이 방향을 따라서 진행하면서 서

로 자기장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급전선로가 교차하면서 인

근의 루프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이 교차하고 난 후의 루프에

서 형성되는 자기장과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자기장이 상

쇄된다. 선로의 중간지점에서는 서로 상쇄를 하여 값이 최

Fig. 6 Structure of the pickups

Table 1 Simulated results for the three different feeding lines

Reference 

feeding line

Twisted 

feeding line

Two loops for 

different winding 

direction

Output voltage of 

the pickup
3,080V 4,280V 4,150V

Induced voltage of 

the rail
611V 11.3V 0.1V

EMF(1.75m from 

rail center)
260mG 48mG 58mG

Fig. 7 Magnetic field distributions for each feed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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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되고 선로의 끝 단에서는 마지막 루프에서 형성된 자

기장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장이 강하게

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에 무선전력전송을 적용할 경우 레일

에 유기전압이 형성되어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일안쪽에 형성이 되

는 급전선로의 자기장이 상쇄될 수 있도록 서로 반대방향으

로 형성되게 구성하는 것이 유리함을 제시하였다. 레일이 만

드는 폐루프 안에서 급전선로의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되어

전체 자기장양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자기장에 의해 폐루

프에 유기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값이 낮아진다. EMF 값

역시 측정지점에서 서로 반대방향의 자기장이 벡터의 합으

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쪽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보다는

서로 교차하는 자기장을 갖는 급전선로가 값이 낮아지게 된

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차하는 급전선로와 반대방

향으로 감긴 두 개의 급전선로가 기존 단일 급전선로보다 레

일 유기전압이 감소하고 또한 EMF 값이 60mG 이하로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레일 유기전압 국제기준 및

EMF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값으로 향후 실용화를 고려하였

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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