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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TP를 이용한 철도차량용 주변압기 고압권선의 공진특성 분석

Analysis of Resonant Characteristics in High Voltage Windings of 

Main Transformer for Railway Vehicle using EMTP

정기석·장동욱*·정종덕

Ki-Seok Jeong·Dong-Uk Jang·Jong-Duk Chung

1. 서 론

최근 빠른 소호특성을 지닌 진공차단기의 투입 동작에 따른 다중 재발호 현상은 고압인통선 말단에서 과도급준과전압(VFTO:

Very Fast Transient Over-voltage)를 발생시켜 주변압기 저차 고유주파수와의 일치에 따른 권선 내부의 공진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 이는 특정한 레이어간 전압 확대로 인한 절연파괴 가능성을 내포하며, 시스템 설계 시 서지 파고치에 대한 절연협조와 더

불어 주파수 측면에서 주변압기의 주파수 응답특성 분석을 통한 전기적 공진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변압기 권선의 설계 및 제작 시 모든 내부 고유주파수에서 여자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국제규격에서 명시한 시

험항목만으로 제작단계에서 문제점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1]. 변압기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계통 이벤트에 의해 유기되는 이상

전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자계 과도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의분석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모든 변압기 제작자는 내

부 과도전압 분포를 계산하고 모의 결과를 절연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모의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계통 운영자 또한

변압기의 고장률이 기준을 상회할 경우 변압기 단자서 임피던스 특성함수를 측정하여 상세 계통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

변압기 모델은 우선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성분의 파라미터 선정이 요구되며, 측정결과 또는 형상 정보를 토대로 해석적 또

는 수치적 기법이 적용된다[3]. 본 연구에서는 변압기 내부권선의 전압분포 특성과 단자로 유입되는 과도이상전압에 의한 전기

적 공진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물리적 구조 기반의 상세내부모델링 기법을 적용한다.

Abstract The primary windings of the main transformer for rolling stock have several natural frequencies that can

occur internal resonance with transient voltages induced on a high voltage feeding line. Factory testing is limited in its

abilit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ransient voltage with various shape and duration can be excitable. This study pres-

ents the design of a high voltage windings model and simulation and analysis of the internal resona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initial voltage distribution and voltage-frequency relationship using the electromagnetic transients program

(EMTP). Turn-based lumped-parameters are calculated using the geometry data of the transformer. And, sub-models,

being grouped into the total number of layers, are composed using a ladder-network model and implemented by the

library function of EMTP. Case studies are used to show the layer-based voltage-frequenc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frequency sweep and the voltage escalation and distribution aspects in time-domain simulation.

Keywords : Railway vehicle, Transformer winding, Internal resonance, Electromagnetic transients program(EMTP)

초 록 철도차량용 주변압기 고압권선은 고압인통선에 유기되는 이상전압과 내부공진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고유주파수를 가진다. 공장시험은 다양한 파형과 지속시간을 지닌 이상전압의 여자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전자계과도해석프로그램(이하 EMTP)을 이용하여 고압권선 모델을 설계하고 초기 전압분포와

전압-주파수 관계 측면에서 내부공진특성을 모의분석한다. 턴 단위의 집중매개변수는 변압기 형상정보부터 계산되며,

각 레이어 단위로 합산된 서브모델은 네트워크 모델로 결합되어 EMTP의 라이브러리를 통해 구현한다. 사례연구는 주

파수 변동에 따른 레이어 단위의 전압-주파수 관계 특성과 시계열 영역에서 전압 확대 및 분포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어 : 철도차량, 변압기 권선, 내부공진, 전자계과도해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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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법은 분포 자기/상호 인덕턴스와 정전용량 기반의 결합모델로 구성하여 변압기 내부 절연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변압기

와 전력계통 간 상호영향에 의한 과도해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3,4].

Saurav Pramanik 등[1]은 인터리브 권선의 적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사다리형 회로망(ladder

network)을 구현하였다. Dilip Debnath 등[5]은 변압기의 형상, 구조 및 설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

Yoshikdzu Shibuya 등[6,7]은 권선의 형상과 물성치 그리고 그룹핑 설정값를 이용하여 RLC 소자값을 도출하고 이를 ATPDraw

의 라이브러리 파일로 자동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사례연구로 EMTP와 고속푸리에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이용한

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VFTO가 단자에 유입될 경우 ETMP가 보다 실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M. Heidarzadehs[8]는 임펄스

-전압 분포(IVD: Impulse Voltage Distribution) 분석을 위해 사각 단면의 레이어 권선의 형상 정보로부터 정전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MTP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용 주변압기의 R-L-C-M 기반의 상세모델을 구현한다. 주변압기 물리적 형상 정

보로부터 개별 턴에 대한 자기인덕턴스, 상호인덕턴스 및 정전용량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이들을 레이어 단위로 합산하

여 n개의 단위구격을 갖는 사다리형 회로망 구조의 고압권선 모델을 구현한다. 사례연구로 표준 임펄스 전압에 따른 초기 전압

분포와 주파수 변동에 따른 레이어 단위의 전압-주파수 관계 특성과 시계열 영역에서 전압 확대 및 분포 양상을 분석한다.

2.1장에서는 임펄스 및 과도해석용 변압기 등가모델을 제시하고 2.2장에서는 변압기 형상과 절연재료 특성을 반영한 인덕턴

스와 정전용량을 도출한다. 2.3장에는 모의해석 방법과 사례조건을 선정하고 모의결과를 분석한다.

2. 본 론

2.1 변압기 등가모델

2.1.1 임펄스-전압 분포

일반적으로 변압기 단자에 시험전원을 인가할 경우 권선의 인덕턴스는 초기 자장(magnetic field)을 제한하므로 인가된 전기

에너지가 자기에너지 형태로 전이되는데 일정 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권선의 초기 전압분포는 용량성 결합(capacitive

coupling)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초기 전압분포 권선모델은 Fig. 1의 (a)와 같이 단위 구역당 레이어간 직렬정전용량과 대지 간

정전용량이 결합된 연속모델로 표현된다[9]. 변압기 단자를 기준으로 권선 내 위치, x에 따른 전압분포는 식 (1)과 같이 나타낸

다.

(1)

여기서, V0: applied voltage at the line end of transformer (X), L: the winding axial length (=1), Cs: total series

capacitances, Cg: total ground capacitances, α: distribution consta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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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undary and load conditions for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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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간 정전용량과 대지 간 정전용량 성분의 전체 비율에 따라 초기 전압 분포 양상이 Fig. 1의 (b)와 같이 결정된다. 대지

간 정전용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분포계수, α가 커지게 되어 곡선의 기울기는 변압기 단자(X)에서 매우 가파르게 되

며, 이는 초기 조건에서 최종 전압 분포 간 발생하는 권선 내부 공진의 변화율과 진폭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2.1.2 과도전압 분포(Transient Voltage Distribution)

일반적으로 변압기 권선의 직렬 저항 성분은 인덕턴스에 비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초기 전압 인가 후 정전 용량과 자기 에너

지 사이의 에너지 교환은 감쇄 성분을 지닌 진동형 과도현상으로 초기 및 최종 전압 분포 양상의 차이가 작을수록 서지에 대

한 권선 내 절연 강도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변압기 권선의 과도 전압 분포 해석을 위한 모델은 주로 집중정수소자인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를 결합한 회로모델을 적용

한다. 상호 인덕턴스는 동일 권선 및 타 권선 간 상호유도작용 뿐만 아니라 철심의 영향을 고려하지만 고주파 해석용 권선 모

델의 경우 철심에 의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공심(air core) 형태의 변압기 권선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6]. 변압기 권선 모델은

해석범위에 따라 단위구역의 크기가 결정된다. 작게는 턴 단위부터 레이어(또는 디스크) 단위의 모델이 구현되며, 모의결과의

유사도나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그룹핑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R-L-C-M 모델로 구현하며, 사

다리형 회로망으로 조합한다. 개별 턴에 대한 자기인덕턴스, 상호인덕턴스 및 정전용량 계산 결과를 토대로 레이어 단위로 합

산하여 n개의 단위구역을 갖는 고압권선 모델을 구현한다.

2.2 변압기 파라미터 추정

2.2.1 철도차량용 변압기 기하하적 특성

국내 고속철도의 전력계통은 AT(Auto-Transformer)급전방식의 교류급전시스템으로, 한전의 3상 전력을 수전 받아 스코트 변

압기를 통해 M상, T상의 2상으로 변환하는 전원계통, 레일에서 유입되는 전류를 전차선과 급전선으로 분류시켜 주는 단권변압

기, 전기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전차선로 등으로 구성된다[10]. 주변압기는 차량에 탑재되어 전차선로부터 분기되는 팬

터그래프로부터 25kV의 AC 단상전원을 공급받아 견인, 제동, 차량제어, 보조전원 등의 차량부하의 정격전압에 맞게 강압하는

역할을 한다[11]. 고속철도차량에 적용되는 주변압기는 동력집중식과 동력분산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철심과 코일의 배치에 따

라 내철형(Core-form)과 외철형(Shell-form)으로 구분된다. 또한 내철형은 권선 형태에 따라 디스크 코일 또는 레이어 코일로 나

뉜다. 일반적으로 내철형의 코어와 권선은 원형의 횡단면과 사각형의 종단면을 가진다. 변압기 권선법에는 연속 권선법, 인터리

브 권선법과 한 턴에 한 개 이상의 도체를 가지는 병렬도체 인터리브 권선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터

리브 권선법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고압 이하에선 연속 권선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차량에 탑재된 동력 집중식의 주변압기를 대상으로, 상세사양은 Table 1과 같다[12].

철도차량에 적용되는 6.2MVA급 주변압기의 고압권선은 팬터그래프로부터 25kV의 AC 단상전원을 공급받는다. 철도차량으

로 인입되는 다양한 서지에 의한 주변압기 1차측 및 하위 장치의 장치소손 및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차량에서는 피뢰기 설

치 및 주변압기를 기준충격절연강도(BIL: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를 적정하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13]. IEC 60850

기준으로 공칭전압 25kV에 해당하므로 BIL 150kV 이상을 설정하고 있다. Fig. 3은 주 변압기 권선의 단면도로 중앙의 철심을

기준으로 보조권선(LV: Low Voltage), 고압권선(HV: High Voltage), 견인권선(MV: Medium Voltage)로 배치되며, 상하부 대칭

구조로 내측이 입력단, 외측이 접지로 구성되어 있다. Fig. 4는 변압기 1차 권선을 상세 구조 및 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고압권

선은 사각형 단면의 레이어 타입으로, 16개의 레이어와 레이어당 94개의 턴으로 구성된다.

Fig. 2. N-sections ladder network model based on R-L-C-M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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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덕턴스 계산

주변압기 고압권선은 1개 이상의 동심원의 코일로 구성된 레이어 형태로 가정하며, n번째 레이어의 개별 턴의 기하학적 구조

는 Fig. 5와 같다. 개별 턴의 단면은 사각형구조이며 방사방향 길이(a)와 축방향 길이(b)로부터 기하평균직경(GMD: Geometric

Mean Diameter)을 도출한다[4]. GMD는 Table 1을 근거로 0.1603을 적용한다. 

턴 단위의 자기 인덕턴스(Lii)는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2)

여기서, μ0 (space permeability) = 4π×10-7 [H/m], ln (turn length) = 2πRn

Lii

μ
0
ln

2π
----------

2ln

GMD
-------------- 1–ln⎝ ⎠

⎛ ⎞=

Table 1. Geometric and other parameters for the HV winding.

Winding HV

Inner radius, Rin (mm) 125

Radius of core, Rcore (mm) 117

Distance between layers, Tl-l (mm) 4

Distance between turns, Tt-t (mm) 0.46

Conductor radial length, a (mm) 5.11

Conductor axial length, b (mm) 2.06

Number of layers, N 16

Electrical turns per layer, Nt 94

Total turns 1,504

Relative permittivity of insulation coating, εic 2

Relative permittivity of oil, εoil 2.5 Fig. 3. Schematic diagram of winding structure.

Fig. 4. Description of layers in layer-type transformer winding.

Fig. 5. Definition of one turn parameters: Rn indicates turn radiu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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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간 상호 인덕턴스(Lij)는 서로 다른 개별 턴의 방사 방향의 길이(ri, rj)와 축 방향의 길이(z)로부터 계산되며, 식 (3)을 적용

한다. k는 고주파 대역에서 코어에 의한 자속의 영향을 무시하고 두 개의 동심원 사이의 영향만을 고려한다. 또한, K(k)와 E(k)

는 각각 제1종과 제2종 타원적분(complete elliptic integrals)을 의미한다[14].

(3)

여기서,

동일한 레이어에서 개별 턴의 자기 인덕턴스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94개의 턴을 가지는 n번째 레이어의 자기인덕턴스로 합

산한다. 16개의 레이어를 가진 주 변압기 1차 권선의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는 본 절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Table 2와

같이 정리한다.

2.2.3 정전용량 계산

동심원 형태의 개별 턴은 무한길이의 직선으로 가정하며, Fig. 4와 5를 토대로 레이어별 직렬 정전용량과 병렬 정전용량을 계

산하여 Table 3과 같이 요약한다. n번째 레이어의 직렬 정전용량은 각 코일의 축 방향의 절연코팅에 대한 정전용량의 합을 레

이어 당 턴 수로 나누어 도출한다[8].

(4)

여기서, ε0 (permittivity of vacuum) = 8.85×10-12 [F/m].

(5)

Lij μ
0

rirj
2

k
--- k–⎝ ⎠
⎛ ⎞K k( )

2

k
---E k( )–

⎩ ⎭
⎨ ⎬
⎧ ⎫

=

k
2

4rirj

ri rj+( )
2

z
2

+

----------------------------=

K k( ) dφ

1 k
2
sin

2
φ–

-----------------------------
0

π

2
---

∫=

E k( ) 1 k
2
sin

2
φ–  dφ

0

π

2
---

∫=

Cic n, ε
0
εic

2πRna

Ttt 2⁄
---------------=

Cs n,

Cic n,

2 Nt 1–( )
--------------------=

Table 2. Self and mutual inductances. (unit : 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110516 0.000583 0.00046 0.000399 0.000355 0.000322 0.000296 0.000274 0.000257 0.000241 0.000228 0.000217 0.000206 0.000197 0.000189 0.000181

0 0.118180 0.000628 0.000502 0.000432 0.000385 0.000350 0.000322 0.000299 0.000280 0.000264 0.000249 0.000237 0.000226 0.000216 0.000207

0 0 0.125905 0.000674 0.000541 0.000466 0.000416 0.000378 0.000348 0.000324 0.000304 0.000286 0.000271 0.000258 0.000246 0.000235

0 0 0 0.133686 0.000721 0.000579 0.000501 0.000447 0.000407 0.000376 0.000350 0.000328 0.000309 0.000293 0.000279 0.000266

0 0 0 0 0.141522 0.000768 0.000619 0.000536 0.000479 0.000437 0.000403 0.000376 0.000353 0.000333 0.000316 0.000301

0 0 0 0 0 0.149409 0.000816 0.000659 0.000571 0.000512 0.000467 0.000432 0.000403 0.000378 0.000357 0.000339

0 0 0 0 0 0 0.157346 0.000864 0.000699 0.000607 0.000545 0.000498 0.000460 0.000430 0.000404 0.000382

0 0 0 0 0 0 0 0.165329 0.000913 0.000740 0.000644 0.000578 0.000529 0.000490 0.000457 0.000430

0 0 0 0 0 0 0 0 0.173358 0.000962 0.000782 0.000681 0.000612 0.000560 0.000519 0.000485

0 0 0 0 0 0 0 0 0 0.181430 0.001011 0.000824 0.000718 0.000646 0.000592 0.000549

0 0 0 0 0 0 0 0 0 0 0.189544 0.001061 0.000866 0.000756 0.000681 0.000624

0 0 0 0 0 0 0 0 0 0 0 0.197697 0.001112 0.000909 0.000794 0.000716

0 0 0 0 0 0 0 0 0 0 0 0 0.205890 0.001163 0.000952 0.000833

0 0 0 0 0 0 0 0 0 0 0 0 0 0.214120 0.001214 0.00099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222385 0.00126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23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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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째 레이어의 병렬 정전용량(또는 대지 정전용량)는 코일의 방사 방향의 절연코팅과 레이어 간 절연유에 대한 정전용량의

합을 레이어 당 턴 수로 곱하여 도출하며, Table 3과 같이 계산된다.

(6)

(7)

(8)

2.3 사례연구

2.3.1 분석 방법 및 모의조건 설정

2.2장의 인덕턴스와 정전용량은 MATLAB을 이용하여 자동 계산하고 그 결과를 ATPdraw의 라이브러리 파일 형식으로 저장

한다. 라이브러리 파일은 저항, 정전용량, 인덕턴스 순으로 정의하며, 자기 인덕턱스와 상호 인덕턴스 성분은 16×16 상삼각 행

렬로 표현한다. Fig. 6은 ATPdraw를 이용한 모의계통으로 서지전원과 AC전원 모델로 구성된 전원부와 라이브러리 형태의 고

압권선 상세모델 그리고 각 레이어별 노드 전압과 레이어간 전압 측정을 위한 프로브로 구성된다.

사례연구는 임펄스 전압 분포, 주파수 응답특성 및 전압확대현상을 Table 4와 같이 선정하고 각 사례에 따른 모의방법, 모의

조건 및 인가전원에 대해 요약한다. ATP/EMTP 기반의 모의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TPLOT를 이용하여 pl4 형식

을 MAT 파일로 변환한다.

2.3.2 시뮬레이션 결과

(1) 표준임펄스전압 인가 시 초기전압분포

사례 1의 경우 변압기 인입 선로의 뇌서지에 의한 고압권선 내부의 초기 전압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1.2×50μs 표준 임펄스 전

Cic n, ε
0
εic

2πRnb

Ttt 2⁄
---------------=

Coil n, ε
0
εoil

2πRnb

Rn Rcore– a Ttt+( ) 2⁄–
---------------------------------------------------=

Cg n,

Cic n, Coil n,

Cic n, Coil n,+
------------------------------Nt=

Table 3. Series and parallel capacitances per layer. (unit : pF)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Cs 2.039845 2.160864 2.281882 2.402901 2.523919 2.644938 2.765956 2.886974 3.007993 3.129011 3.250030 3.371048 3.492067 3.613085 3.734104 3.855122

Cp 121.3695 101.4368 88.45113 79.31966 72.54821 67.32656 63.17728 59.80079 56.99959 54.63819 52.62056 50.87671 49.35447 48.01412 46.82488 45.76258

Fig. 6. Developed EMTP model for the primary winding, sources and voltage probes.

Table 4. Summary of case studies and simulation conditions.

Case Simulation type Simulation settings Source

1 IVD Time-domain Tmax: 50μs, ΔT: 20ns
Standard (full) lightning impulse voltage,

Amp:1V, Front: 1.2μs, Tail duration: 50μs

2

Frequency response Frequency scan fmin: 60Hz, fmax: 1MHz, Δf: 500Hz -

Voltage 

amplification
Time-domain Tmax: 50μs, T: 20ns

AC voltage, single-phase, grounded

Amp: 1 Vpeak L-G, f: 1
st natural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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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을 적용하며, 파형은 식 (9)와 같이 이중 지수형태로 표현된다[15].

(9)

여기서, Amp (applied voltage amplification factor) = 1.02 [p.u.], A (negative number specifying falling slope) = -0.0143E06

[1/s], B (negative number specifying rising slope) = -4.87E06 [1/s].

표준 임펄스 전압 인가 시 고압 권선의 구역별 초기 전압 분포를 Fig. 7과 같이 도식화 하며, Table 5에서 최대값을 요약한다.

10번째와 11번째 레이어간 최대 전압이 BIL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Vs t( ) Amp e
At

e
Bt

–( )=

Fig. 7. Initial voltage distribution for standard impulse voltage.

Table 5. Summary of case studies and simulation conditions.

Layer-layer Maximum voltage [p.u.]

X1-1 0.3736

1-2 0.3495

2-3 0.3398

3-4 0.3345

4-5 0.3315

5-6 0.3320

6-7 0.3319

7-8 0.3321

8-9 0.3174

9-10 0.2234

10-11 2.04

11-12 0.4967

12-13 0.2138

13-14 0.1374

14-15 0.1247

15-16 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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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압-주파수 응답특성 및 전압확대현상

사례 2의 경우 인가전원은 AC 단상전압으로 500Hz 단위로 최대 1MHz까지 주파수를 변동시킨다. Fig. 8은 레이어간 전압

확대율을 인가된 전원의 주파수와 구역별로 도시한 것으로, 고압권선의 전압-주파수 응답 특성은 구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양상

을 보였다. 1차 고유주파수는 258kHz로 Fig. 9와 같이 11구역에서 최대 29.48배의 전압 확대 현상을 보였다.

3. 결 론

철도차량용 주변압기의 고압 권선의 전기적 공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R-L-C-M 기반의 상세모델을 구현하고 초기 전압 분

포와 전압-주파수 응답 특성과 초기 전압 분포 특성을 모의 분석하였다. 상세모델은 ATP-EMTP의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하여

레이어형의 고압 권선의 형상 정보 기반의 턴 단위의 파라미터 계산과 레이어 단위의 그룹핑을 통해 자동 생성된다. 사례연구

로 표준임펄스 전압인가에 따른 초기전압분포와 주파수 변동에 따른 레이어 단위의 전압-주파수 응답 특성과 전압 확대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p.u.의 임펄스 전압 인가 시 10번과 11번 레이어 간 전압이 BIL을 2배 이상 초과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500Hz단위로 최대 1MHz까지 주파수 스윕을 통해 1, 2차 고유주파수 대역을 도출하고, 1차 고유주파수에 대한 전압 확대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내부권선 시험결과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상세모델의 효용성 검증이 필요하며, 아울러 주차단기 개폐동작에

따른 고압인통선 말단의 과도이상전압과의 상호영향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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