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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철용 주변압기는 2차측 55kV의 Scott 변압기 사용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권선 중간점을 대지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주변압기를 개발,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변압기가 적용될 경우 기존 변압기와 비교하여 차량 전압, 전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주요어 : 전철 급전 계통, Scott 변압기, 권선중간 접지 변압기, 3권선 변압기

1. 서 론

국내 전철화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약 

73%에 도달하고 있으며, 전기철도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은 55kV Scott 변압기 

(주변압기)와 단권변압기로 구성된 방식으로 

표준화 되어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다양한 전철 급전 계통을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cott 변압기 2차측 55k 권선 

중간부를 대지와 접속할 경우 기존 변압기 

방식 대비 차량 전류, 전압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2. 본 론

2.1 전원 공급 방식 변경에 따른 공급 능력

2.1.1 급전 계통 모델

전력회사로부터 154kV 전원을 수전하여 

전철 변전소 내에서 전압 변환시 기존 55kV 

방식에서 직접 27.5kV 방식으로 변환하여 

전원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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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AT개소 이후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운전될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철S/S~첫번째 AT개소 구간만을 조사 

하였다[1].

2.1.2 전압, 전류 분포 조사

전철 S/S와 첫 번째 AT 개소 구간을 

아래와 같이 기본 모델로 변경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전압 방정식을 수립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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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ction Power Network

Fig. 2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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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일정 전력 

모델(10MVA, PF=0.8)로 반영하여 차량 

위치별 차량전류, 전압 및 첫번째 AT개소 

전압을 계산하고, 이 값을 기존 변압기 

방식과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 방정식 해석을 위한 각종 변수는

  전원임피던스(Zs) = 2.36+j19.5[Ω]

  전차선 임피던스(Zc)=0.1192+j0.7522[Ω/km]

  레일 임피던스(Zr)=0.1618+j0.6709[Ω/km]

  급전선 임피던스(Zf)=0.1192+j0.7522[Ω/km]

    적용거리=10km.

2.1.3 검증

위 방정식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PSCAD)를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계산되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위 그래프에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변전소 근거리에 위치할 경우는 27.5kV 

시스템으로 동작, 차량 전류가 커지고 

이에 따라 차량 전압이 기존 방식에 

비하여 저하하게 되나, AT개소로 근접해 

감에 따라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되어 

방정식은 적정하게 수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2]. 

3. 결 론

3권선 변압기를 이용한 변압기 권선 

중간부 대지 접속 방식의 경우 27.5kV 

방식과 단권변압기에 의한 55kV계통에 

상존하고 있고 변전소 근거리의 경우 기존 

방식 보다 임피던스 변화량이 커짐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최적 변압기 임피던스, 

누설 리액턴스 영향, 용량 산정 방식에 

대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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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ircuit used by PSCAD to verify the equation
Fig. 3 Electric Circuit Diagram

Fig. 5 Consumed Current

Fig. 6 Voltage at First AT

Fig. 4 Supplied Vol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