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6, June (2018), pp. 853-861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6.66

열차운행 안정화를 위한 주회로 기기의 고조파 제한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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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armonic Limit Device for
Stabilizing Main Circuit Equipment of Train
Sung Joon Kim1), Eun Kyung Chae2), Jeong Won Kang3)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기철도차량이 운행할 때 이상 전압상승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고조파
제한장치의 적용을 제안한다. 운행 중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교류가선은 25kV/60Hz의 전기를 공급
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철도차량 전기장치의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가선에 포함되는 고조파의 크기
및 주파수의 변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열차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회로 기기인
계기용변압기(Potential Transformer, PT)의 파손이나 주변압기 등의 열손증가는 가선 전원의 고조파
로 인한 순간적인 무효전류의 증가로 생기는 현상이다. 주회로 기기의 저주파형 트랜스포머로 고주파
수 성분이 유입되면 트랜스 코어의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철손 증가 및 기생 커패시턴스에 흐르는 전
류가 증가하므로 발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시퀀스의 조정으로 전력변환
장치의 인위적인 NOTCH OFF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OFF 신호를 받아 제어하는 방식은 지상과 차
상 장치의 상호작용으로 동작하므로 불량 발생 시 무효화 되며, 실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고조파 전류가 가급적 변압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며, 고조파 전류의 유입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열차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열차의 실험 분석과 고조파 제한장치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장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핵심어 : 고조파, 전기철도차량, 주회로 기기, 전기적 제한필터, 절연구간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application of harmonic constraints to address the problems caused by ab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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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 increases when electric railway vehicles are running. The AC line that supplies the train with
power during operation is used to provide electricity of 25kV/60 Hz, but gradually the size and frequency
of harmonics involved in the line are varied with the technological evolution of the railroad vehicle
electrical equipment. An increase in heat losses due to the failure of the instrument transformer (PT), the
main circuit device, which is a serious problem with the recent train safety operation, or to the main
displacement voltage. When high frequency components are introduced through low frequency Transformers
of the main circuit device, the high intensity of the components is caused by the high intensity of the core
and the current flow of the parasitic core is increased, thus generating heat. To solve this problem, the
recent adjustment of the sequence has applied artificial NOTCH OFF of the power converter. However, the
method of receiving and controlling the OFF signal operates by interaction between the ground and the
vehicle's devices, thus it is invalid in the event of failure, and an actual accident is occurring. Therefore,
the harmonic currents were required to prevent possible flow of harmonics, and conducted a study to
prevent accidental occurrence of train accidents and to verify feasibility of the device through the
simulations of the train's experimental analysis and the simulations of the train for safe operation.
Keywords : Harmonic, Electric Railway Vehicle, Main Circuit Device, Limiting Filter, Dead Section

1. 서론
철도차량의 주회로 기기는 교류 또는 직류 가선전압(AC 25kV, DC 1500V)을 수전하여 추진제어
및 각종 전장품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을 변환하는 회로전장품 기기를 통칭하며 크게 판토
그래프, 계기용변압기, 주변압기, 보조 제어기함(ACB), 전력변환기(모터구동회로, 보조전원장치)로
구성되어 있다.[1] 최근 특히 교류 차량에서는 높은 가선 전압과 고조파의 영향으로 주회로 기기의
열화 및 손상으로 인한 운행 중 절연유 비산 사고로 열차 안전운행의 심각한 불신과 막대한 손실
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전철에서 발생했던 계기용변압기 파손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절연
구간 등의 순간적인 급격한 전압변동에 대한 주회로 기기의 보호와 사고방지대책으로 고조파제한
장치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와 효과를 고찰 하였다.

2. 본론
2.1 주회로 기기의 장애

[그림 1] 계기용변압기 파손
[Fig. 1] Damage to the Potential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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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중 교류 25kV의 수전이 필수인 교류 차량에서는 주회로 기기 중 특히 계기용변압
기의 파손이 발생되어 승객에게 큰 불편을 주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이 발생하였는데 그림 1과
같이 운행 중 계기용변압기의 파손은 유입 식으로 된 절연유의 비산과 애자의 파손 등으로 열차안
전에 심각한 신뢰성 하락과 주회로 기기의 충격 등으로 전반적인 성능저하 등의 영향을 주게 된
다.

[그림 2] 주회로도
[Fig. 2] Main circuit diagram

그림 2는 수도권 전철의 주회로를 나타낸 것으로 전기식 철도차량은 대부분 비슷한 원리로 동
작한다. 수도권 전철인 전동차 뿐 만 아니라 IITX 새마을이나 KTX 등의 철도차량에도 가선의 이
상 전압 상승 등으로 주회로 기기의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행 중 주회로 기기의 장애를 원
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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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동차 주회로 기기 구성
[Fig. 3] Configuration of main circuit of electric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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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회로 기기 중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던 전동차 계기용변압기의 파손에 대
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법을 연구 하였다. 전동차 계기용변압기의 파손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
법에 대한 것으로,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는 10량, 8량, 6량, 4량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모터가 탑재된 차량인 M(M )Car와 운전실 및 부수차인 T(TC)Car의 1:1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
며, 교류수전에서는 계기용변압기와 주변압기, 주 변환기의 컨버터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은 전동차 6량구성의 예로 주회로 기기 배치와 함께 표시한 간략도이다.
장애 유형을 분석하면 M Car + M’ Car의 조합 구성이 아닌 단독구성 된 M‘ Car의 계기용변압
기가 절연구간을 통과 시 이상 피크전압으로 인한 주회로의 손상이 95%이상 같은 조건에서 발생
되었다. 이는 가선의 고조파에 따른 순간적인 무효전류의 증가로 생기는 현상이며, 철도차량의 변
압기는 저주파 형으로 고주파수 성분이 유입되면 트랜스 코어의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철손 증가
및 기생 커패시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므로 발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조파 전류는 가
급적 변압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회로 구조에서는 선택적 전류의 유
입차단이 불가능하였다.[2, 3, 4]

2.2 계기용변압기의 개요
교류 또는 교·직류 겸용의 집전 방식을 사용하는 전동차에서 교류의 전력을 공급하는 가선은
25kV/60Hz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검출하기 위한 용도로 계기용변압기를 이용하

여 가선에 병렬로 접속하여 100V로 감압된 전원을 전동차 운전실에서 가선전압계로 현시하여 운
전자로 하여금 현재의 가선의 전압을 파악하고 전동차의 주 변환기의 제어기에 가선의 전압상태를
입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계기용변압기이며, 계기용 PT 또는 간단히 PT로 약칭하기도 한다.
그림 4의 좌측은 교류집전방식의 계기용변압기를 나타낸 회로도이며, 계기용변압기는 팬터그래프
(Pan)의 전원으로부터 2501선을 거쳐 AC 25kV를 병렬로 수전 받아 902a,b선을 통해 ACVR (교류

전압계전기)를 여자 시켜 가선의 여부와 운전실의 가선전압계를 현시하는 목적으로 250:1의 변압비
에 의해 100V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5]

[그림 4] 전동차의 계기용변압기 회로 및 외관(유입 형)
[Fig. 4] Potential Transformer circuit and appearance of meter for electric railway(Inflow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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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우측은 전동차의 개통 시 부터 전체 차량에 사용된 유입 형 계기용변압기의 외관으
로 나타낸 것으로 1차 측은 팬터그래프에 접속되어 있으며, 자기애자식의 애자로 구성되어 있

ℓ

고, 절연등급은 A종이며, 45 의 유량탱크에 코일이 절연유에 침전되어 있는 밀폐 형 구조의
유입 형 장치가 전동차에 집전부에 사용되었다.[6]

2.3 실험측정 및 원인분석
표 1은 실제 차량의 운행 중 계측기를 설치하여 절연구간 통과시 PT 2차 측 전압파형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정상상태 가선전압 평균값 28.3kV에서도 절연구간 진입 시 순간적인 가선전
압이 IGBT 타입의 M’ Car 단독 구성에서 162.5kV가 발생 되었다. 가선전압은 주 변환기 반도체가
GTO, IGBT 타입 차량에서 정상 운행조건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절연구간 진입 시에는 과도전압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압의 크기는 차종 및 차량구성 위치에 따라(M’ 또는 M’+M) 크기가 다르게 측
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상은 PT 공진특성, 차량 위치별 컨버터 소자 스위칭주파수 등에 기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7, 8, 9]
[표 1] 절연구간 통과시의 2차 측 전압 변화
[Talbe 1] Parameter of simulation

구분

GTO 타입

IGBT 타입

Peak 130.0kV

Peak 162.5kV

Peak 75kV

Peak 80.0kV

′

M Car 단독

′

M+M Car

또한, 계기용변압기 단품의 공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시험한 결과 그림 6과
같은 파형을 측정할 수 있었다. 기존 유입형 PT 1차 측에 AC 50V를 입력(주파수를 선형적으로 증

∼

가)하고

2차 측 전원파형을 계측한 결과로 3.3 5kHz에서 공진에 의해 최대 3배 정도의 전압이

출력됨을 알 수 있었다. 주변환 기기의 역행 시 고조파 발생은 영향이 없으나 절연구간 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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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동 시 회생전력에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주회로 기기의 절연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M’ Car 의 단독구성 에서 집중 발생 되는 요인은 M’+M Car 차량의 주변압기는 1개의 1차 권
선과 4개의 2차 권선으로 구성되고 단독 구동차량(M’ Car)의 주변압기는 M Car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2차 권선 2개가 상시 개방된 상태에 있으므로 M’+M Car 구성 차량에 비해 임피던스가 작아
절연구간 진입 시 과도전압이 높게 발생되며 상호 보상제어(고조파 상쇄제어) 기능이 작용하지 못
하여 단독 구동차량에서 계기용변압기 파손이 많이 발생되었다.[10]

[그림 5] 단품 계기용변압기 주파수 시험 구성도
[Fig. 5] Test configuration diagram of the frequency of single item

[그림 6] 단품 계기용변압기 주파수 시험 결과
[Fig. 6] Frequency test for single item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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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선 회로연구
그림 7의 좌측은 특정주파수 성분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노치필터(Notch Filter)의 구조를 나
타낸 것으로, L(인덕터) - C(커패시터) - R(저항)로 구성 된 노치필터는 각 소자들의 값을 적절히
선정하면 특정주파수에서만 임피던스가 매우 낮아지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임피던스가 높게 되므로
원하는 주파수 성분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조파에 의한 트랜
스포머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본파 전압인 25kV/60Hz만 통과하도록 하고 나머
지 성분은 제한 되도록 각 소자의 값을 선정하여 교류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를 조정할 수 있었다.

[그림 7] 고조파 제한용 필터의 구조 및 주파수 특성
[Fig. 7] The structure and frequency of the harmonic limiting filter

2.5 고조파억제 시뮬레이션 조건
고조파 제한필터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터가 적용된 계기용변압기의 입출력 전압/전류 파형
의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으며, 서지전압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측정된 값보다 높은 175kV를
적용하여 시험 하였다. 시뮬레이션 툴은 전기전자회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SPICE를 사용하였
으며, 시뮬레이션 조건은 표 2과 같다.
[표 2] 시뮬레이션 조건
[Talbe 2] Parameter of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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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입력 전압(기본파)
고조파 전압(최대 피크치)

내 용
25kV/60Hz
3.75kV/1800Hz

서지 전압(최대 피크치)

175kV/100V

PT 권선비

25kV/1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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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가선전압
30차 고조파, 기본파의 15%
팬터그래프 이선 / 재선
모의(절연구간)
100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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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림 8의 (a)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입출력 전압/전류 파형이다. 단 2차 전류는 1/100배
로 스케일링되어 있다. 그림 8의 (a)하단의 파형은 PT의 1차측과 2차측의 전류파형으로 정현파의
모양과는 상당히 다른 고조파가 많이 포함된 전류파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필드 시험 시 측정된 팬터그래프의 이선/재선의 전압인 175kV의 서지 전압이 인가될 때
를 모의한 것으로, 그림 8의 (a)점선에서 알 수 있듯이 서지 전압이 인가되는 순간 PT 측으로 순
간적인 급격한 전류가 유입됨을 볼 수 있으나, 그림 8의 (b)점선에서 필터가 있는 경우 절연구간
통과는 고조파가 억제 되어 정현파에 가까웠으며, 급격한 전류의 유입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a) 필터가 없는 경우 절연구간 통과

(b) 필터가 있는 경우 절연구간 통과

[그림 8] 필터적용 시뮬레이션
[Fig. 8] Filter applie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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