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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경전철 무선급전 시스템에서 자기장 사구간에 의한 집전 전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급전

선로와 캐패시터, 차량과 픽업의 구조 모델링을 하고 경전철의 실제 운행했던 전력 프로파일을 이

용하여 사구간의 길이에 따른 전력 감소량을 계산하였다. 픽업에 집전되는 전력은 자기장 사구간

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하나의 픽업이 사구간에 진입했을 때 나머지 픽업의 과부하를 예

측할 수 있었다. 캐패시터의 설계 길이인 0.26m 에서는 최소 전력이 95.7%로 전력변동이 5% 이내

이므로 픽업의 과부하 없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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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용 무선전력 시스템은 기존 철도의 전

차선을 제거할 수 있어 인프라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기

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1, 2].

이 중에 무선급전용 급전선로는 궤도에 평

행하게 설치되어 상부의 집전장치에 전달할 

자기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공

진주파수를 튜닝해주기 위한 캐패시터가 연

결되는데 대전력의 시스템에서는 케이블의 

내압을 고려하여 선로의 일정 길이마다 캐패

시터를 직렬로 연결하게 된다. 이 경우 캐패

시터 근처에서는 자기장 밀도가 급격하게 낮

아지게 되어 자기장 사구간이 발생하고 집전

코일에 전달되는 전력이 줄어들게 된다. 경

전철 무선급전용 캐패시터는 대용량의 전류 

값과 캐패시턴스를 만족하기 위해 크기가 크

게 설계되어 전체 차량에 집전되는 전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2. 본 론

캐패시터에 의한 자기장 사구간이 집전장치

가 설치되는 차량의 전력 수급에 어떤 영향

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tlab을 이

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실제 설계사양에 맞춰 급전선로의 총 길이

는 200m로 설정하였고 캐패시터는 10개의 구

간에 20m 간격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그림 1). 캐패시터는 급전선로의 마주

보는 라인에 쌍으로 설치되어 총 10구간의 

자기장 사구간이 발생한다. 픽업 코일의 위

치는 차량 하부에 부착되며 2량 편성에서 총 

4개의 픽업 코일이 설치된다 (그림 2).

Power ratio (전력 비율)는 픽업이 정상상

태 일 때 공급받는 전력 대비 현재 조건에서

의 픽업 전력을 의미하며 Net power ratio는 

각 픽업 전력의 평균이고 이는 차량에 전달

되는 전체 전력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1에

는 캐패시터의 길이가 각각 2m, 1m, 0.5m, 

0.26m (그림 3), 0.1m로 변화할 때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캐패시터의 길이가 짧

아질수록 차량의 전력 변화량은 줄어듦을 알 

수 있었다. 캐패시터 길이 2m의 결과에서는 

픽업의 크기가 사구간에 비해 작아서 픽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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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패시터 위를 지나가는 경우 사구간에 모두 

묻혀서 픽업의 전력이 0이 되는 부분이 발생

하였다. 1m의 길이에서는 픽업 코일이 사구

간에 묻히는 구간은 없으나 최소 전력이 83%

까지 떨어지므로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발

생할 수 있다. 0.5m의 길이에서는 최소 전력

이 90%이상 확보되나 인버터에서 순간적으로 

전력을 증가시키면 사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픽업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과제의 

설계 길이인 0.26m 에서는 최소 전력이 95.7%

으로 전력변동이 5% 이내이므로 픽업의 과부

하 없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0.1m 길이는 최소 전력이 98.3%

로 매우 양호한 전력 상태를 나타내지만 캐

패시터의 제작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므로 실

제 구현상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결 론

 자기장 사구간에 의한 집전 전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급전선로에 설치되는 캐패시터

의 크기에 따라 자기장 사구간이 결정되고 

이 구간은 전력 수급에 영향을 주었다. 사구

간이 길어지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고 

사구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캐패시터 설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분석을 통해 실제 

설계하는 0.26m의 캐패시터 길이에서는 무선

급전 시스템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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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ing of transmit line and capacitors. 

Fig. 2 Structural modeling of pickups equipped on cars

(a) Power ratio         (b) Net power ratio
Fig. 3 Simulation results when the capacitor length is 

0.26m

Length (m) Average (%) Minimum (%)
2.0 90.8 75.0
1.0 95.4 83.3
0.5 97.7 91.7

0.26 98.8 95.7
0.1 99.5 98.3

Table 1 Power ratio change with capacitor 
leng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