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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AT급전방식에서 병렬급전시
 변전소간 전압위상차에 의한 루프전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op Current Induced by Voltage Phase Difference 
Substations during Parallel Feeding under the Alternating Current  AT 

Electric Power Feeding Method 

박재석* 송중호†

Jae-Seok Park Joong-Ho Song

ABSTRACT

The 2×25kv AT electric power feeding method in the A.C. electric train adopts the one-phase power feeding 
method as the standard due to a voltage phase difference,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neighboring substations 
is 50km due to voltage drop. The one-phase power feeding method makes the system operation feasible, while 
making it unfavorable for power supply. Moreover, railroad involves large-capacity single-phase load, and if it is 
expected to continue to ris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measures to stabilize the supply of power to railroad 
cars with the existing facilities. 
In this study, a parallel power feeding method between neighboring substations is proposed to stabilize the supply 
of electric power to electric railroad cars under the 2*25kv AT power feeding method and the loop current induced 
by voltage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two neighboring substations during parallel power feeding is investigated.

1. 서론

교류AT급전방식의 전기철도에서 전기차량용의 운전용 전력은 한전에서 3상 154[KV]를 수전받아서 전철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SCOTT 변압기에서 2×25KV 2상(M상/T상)로 변환하여 공급하고 있다. 전기철도 
시스템의 주요부하인 전기차량은 제한된 선로 위를 이동하고 광범위한 속도제어와 고출력을 필요로 하므로 
그 특성상 견인과 제동을 반복하는 대용량의 단상 집중부하로 전기적 변화가 매우 심하다. 특히, 경부고속철
도에 운행중인 고속열차(KTX)는 싸이리스터 위상제어 방식을 사용하는 15MW의 대용량의 부하로 1개의 급
전구간에 여러 편성의 열차가 운행될 경우 전압강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 급전전압
이 규정치 이하로 내려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급전전압 저하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접 변전소
간 병렬급전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급전시 전압보상효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고 병렬 급전하고자 하는 
인접 변전소간에 전압상차각이 존재할 때  이 전압 상차각에 의해 변전소간에 흐르는 순환전류에 대해 규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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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데이터[Ω/km] 비고

SS1

한전모선임피던스 Z1=0.289+j1.615 

인입T/L임피던스 Z1=0.0348+j0.1612 

SCOTT TR 임피던스 Z1=0.584+j13.4318

SS2

한전모선임피던스 Z1=0.063+j0.945 

인입T/L임피던스 Z1=0.3351+j2.0059  

SCOTT TR 임피던스 Z1=0.584+j13.4318

SS1 ~ SP

전차선 임피던스 Z1=0.112+j0.291

레일 임피던스 Z1=0.023+j0.113

급전선 임피던스 Z1=0.13+j0.460

SS2 ~ SP

전차선 임피던스 Z1=0.138+j0.344

레일 임피던스 Z1=0.057+j0.157

급전선 임피던스 Z1=0.154+j0.481

단권변압기 임피던스 Z1=0.0287+j0.44912

2.1 병렬급전방식 
  
  우리나라의 간선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은 교류 25kv×2 AT급전방식을 채택하여 한쪽 변전소에서 급
전구분소까지 공급하는 편단급전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고 변전소 간격은 50~60km정도로 되어 
있다. 전기철도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디젤차를 전기차량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또한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열차의 운행회수 증가 및 편성량 증가
로 급전계통의 부하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KTX 고속열차의 경우 편성당 15[MW]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대용량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철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나 부하가 
일정이상 커지면 선로손실로 인하여 부하공급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인접 변전소간에 
병렬급전이 가능할 경우 전압강하 보상효과 뿐만 아니라 급전전력 손실경감,순시peak 안정,전압불평형 
경감,절연구간 축소와 같은 이점이 있다. 

2.2 병렬급전시 전압보상 검토  
  급전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Matlab의 Simulink를 사용하였고 각 구간별로 편단급전시와 비교해서 병렬
급전시 전압보상효과를 전압위상차를 변화시켜 가면서 살펴 보았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표1. 
에 정리 하였다.

표1. 시뮬레이션 데이터

2.2.1 부하가 변전소와 보조급전구분소 사이에 있을 때 
  그림1.은 부하가 변전소와 
보조급전구분소 사이를 운행
할 때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계통도이다. 
그림 2.는 편단급전과 병렬
급전시의 전압상차각에 따른
전압분포이고 그림 3.은 전압
상차각에 따른 양단 변전소의 
전력분담을 나타낸다.
 

그림 1. 시뮬레이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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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래프를 보면 편단급전시나 병렬급전시 전압강하의 정도는 작지만 병렬급전시에 전압이 보상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 전압위상차에 따른 전압보상효과는 미미 하였다. 그림 3.을 보면 5° 까지는
부하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더 많은 전력분담을 하지만 6° 이상이 되면 위상이 앞선 변전소에서 더 
많은 부하분담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2.2.2 부하가 보조급전구분소 사이에 있을 때 
  그림 4. 는 부하가 보조급전
구분소를 운행할 때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계통도이다. 그림
5.는 편단급전과 병렬급전시의
전압상차각에 따른전압분포이고
그림 6.은 전압상차각에 따른 양
단 변전소의 전력분담을 나타낸
다.

  그림 5.를 보면 편단급전시 전압이 약 24200[V]까지 저하해서 약 3.3[kv]의 전압 강하가 발생됨을 
알수 있고 병렬급전시 전압보상 효과는 변전소 근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뚜렷해 지고 있다. 또 AT 근

그림2. 전압 분포 그림 3. 양단 변전소 전력분담

그림 5. 전압 분포 그림 6. 양단변전소 전력분담

그림 4. 시뮬레이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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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서는 AT의 흡상효과로 인해 전압이 상승되고 있다. 그림 6.을 보면 3°까지는 부하에서 가까운 변
전소에서 더 많은 부하분담을 하지만 4°이상에서는 위상이 앞선 변전소에서 더 많은 부하분담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부하가 변전소근처에 있을 때보다 빨리 부하분담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2.2.3 부하가 보조급전구분소와 급전구분소 사이에 있을 때
  그림 7.은 열차가 보조급전구분소와
급전구분소 사이를 운행할 때를 나타
내는 시뮬레이션 계통도이다. 그림 8.
편단급전과 병렬급전시의 전압상차각
에 따른전압분포이고 그림 9.는 전압
상차각에 따른 양단변전소의 부하분담
을 나타낸다.
 

  그림 8.을 보면 편단급전시에는 전압이 4[kv]저하해서 23500[V] 까지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
고 병렬급전시에는 전 구간에 걸쳐 전압강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압 상차각
이 커져도 전압보상 효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9.에서는 전압 상차각이 2° 이상이 되면 
위상이 앞선 변전소에서 더 많은 전력을 분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부하가 변전소에서 구분소로 진행함에 따라 편단 급전시에는 전압강하가 훨씬 커지고 있었
고 병렬급전시에는 전압강하 보상효과가 점검 커져서 부하가 급전구분소 근처에 있을때는 가장 큰 걸로 
확인 되었다. 또 전 구간에 걸쳐서 전압 상차각이 전압 보상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수 있었
다. 부하분담은 부하가 변전소 근처에 있을 때에는 5° 이하에서는 부하에 가까운 변전소에서 더 많은 
부하분담을 하였고 구분소 근처에 부하가 있을 때에는 2° 이상만 되면 위상이 앞선 변전소에서 더 많은 
부하분담을 하였다. 이는 유효전력의 공급이 전압위상과 관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3 병렬급전시 변전소간 전압 상차각에 따른 순환전류 검토
  현재 교류 AT급전 구간에서는 편단 급전을 하고 있지만 만약 전압강하등의 문제로 병렬급전을 하게 
된다면 변전소간 전압 상차각으로 인해 순환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순환전류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론
계산식을 유도 해 내고 유도된 식을 이용하여 순화전류를 계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순환전류 계산 
결과로부터 전압 상차각이 몇 이상일 때 순화전류가 흐르는지 살펴 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이론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 7. 시뮬레이션 계통도

그림 8. 전압 분포 그림 9. 시뮬레이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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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전력상차각 기본식

 

그림 10.과 같이 임피던스 jX를 갖는 1기 무한대 계통에서 부하전류를 I, 그 역률각을 라 하면 이때의 
벡터도는 그림 11.과 같이 된다. 아래 벡터도에 따라 전력상차각 기본식을 유도해 보면

∆  

× ×  


× ×sin∅  

sin∅  


∅ 

 식(1)이 1기 무한대 계통에 있어서의 전력상차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식이고, 송전단에서 수전단측으
로  


∅만큼 전력을 공급함을 나타낸다.

 
2.3.2 루프전류 계산

  위에서 구한 전력상차각 기본식을 이용하여 전기철도 AT급전방식에서 무부하시와 부하시 전압상차각
에 따른 전력분담과 순환전류를 계산해 보았다.
1) 전기차량이 급전구간에 없을 때
  무부하 AT급전계통을 전력상차각 기본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12.와 같이 등가모델로 변환하였다
 

여기서 X1,X2는 한전 모선임피던스,송전선로 임피던스,SCOTT변압기 임피던스,급전계통 임피던스의 합
니다. 실계통 임피던스를 적용하여 X1=23.3[Ω], X2=23.45[Ω]로 계산했고,  는 55[kv]로 가정
한다

그림 10. 1기 무한대 계통



O

B

∅





A



그림 11. 1기 무한대 계통의 벡터도



∠∅ ∠∅
X1

그림 12. 무부하시 병렬급전 등가모델 계통

SS1 SS2

X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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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위상차 0˚ 1˚ 2˚ 3˚ 4˚ 5˚ 6˚ 7˚ 8˚ 9˚ 10˚

순환전류 0 20.53 41.07 61.6 82.12 102.64 123.15 143.65 184.62 184.62 205.09

전압위상차 0˚ 1˚ 2˚ 3˚ 4˚ 5˚ 6˚ 7˚ 8˚ 9˚ 10˚

ss1전류 101-j83 123-j83 145-j81 165-j80 186-j77 208-j74 229-j71 250-j69 271-j65 292-j61 312-j56

ss2전류 101-j83 81-j82 61-j82 42-j82 22-j83 2.2-j83 -17-j84 -37-j85 -57-j87 -76-j89 -96-j56

∠∅ ∠  ∠  ∠  ∠  ∠  ∠  ∠ ∠ ∠ ∠ ∠

∅ ∅  
∘일때   

∅ ∅  
일때 ×

  =20.53[A]
∅ ∅  

일때 ×
  =41.06[A]

∅ ∅  
일때 ×

  =102.54[A]와 같은 값을 얻는다.
아래 표 2.은 그림 12. 2기 무부하 등가모델계통을  Matlab의 simulink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해서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시뮬레이션 결과

이론 계산식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2) 전기차량이 급전구간에 있을 때
  아래 그림 13.과 같이 변전소간 병렬급전 모델계통에서 전기차량이 급전구간의 중간지점 즉, 급전구

분소 근처에 있을 때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과 이론계산을 수행 하였다.

여기서, ∠∅는 부하지점의 전압과 위상을 나타내고 ∠∅ , ∠∅ 는 각각 양단 변전소의 전압
위상과 크기를 나타낸다. 전기차량의 부하는 15[MVA],pf=0.8로 운행중이라고 가정하였고, X1,X2는 양
단 변전소에서 부하점까지의 임피던스로 실계통 임피던스로 계산하였다.
먼저, Matlab의 simulink를 이용하여 그림 14.와 같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표2에 정리하였다.

도표2. 시뮬레이션 결과

전압단위:[kv]

그림 14. 부하시 병렬급전 시뮬레이션 모델

그림 13. 부하시 병렬급전 등가모델 계통

∠∅ ∠∅X1 X2

SS1 S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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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계통내에 부하가 없을 때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양단간의 전
압 상차각이 6˚ 미만일 때는 SS1와 SS2에서 전력을 공급하지만 전압 상차각이 6˚ 이상일 경우에는 SS1
에서만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SS2는 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환전류가 유입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한 ∠∅ 와 전력상차각 기본
식을 이용하여  ,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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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상차각 기본식에 의한 계산 결과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이 일치함을 알수 있다. 위의 계산 결과
로부터  


∅ ∅  전력값이 부하의 소비전력 15[MVA]×0.8=12[MVA]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는 양쪽 변전소에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고,   


∅ ∅값이 부하의 소비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만큼 위상이 뒤진 쪽으로 순환전류가 흐름을 알수 있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경우에도 부하가 소비하는 무효전력을 전압상차각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양쪽 
변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효전력의 흐름은 전압상차각에 관계되고 무효전력의 흐름은 
전압의 크기에 관계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3. 결론
  현재 우리나라 교류 AT급전계통은 편단 급전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부하 증가로 공급능력이 부
족해 진다면 주 변압기 증설, 무효전력 보상설비 설치등을 설치하여 공급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 다
른 대안으로 인접변전소간 병렬급전을 하는 방법이 있다.
  병렬급전시 전압강하 보상측면을 살펴보면 변전소 근처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전압강하가 적어서 
병렬급전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변전소에서 계통 중간지점 즉, 구분소 근처로 운행하면
서 전압강하는 커지고 그에 따른 전압강하 보상효과는 굉장히 커서 전압강하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또 전압 상차각이 5˚이하에서는 부하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더 많은 부하분담을 하였지만, 6˚이상에서
는 위상이 앞선 변전소에서 더 많은 부하분담을 하였다.
  병렬급전시 문제시 되는 인접변전소간 전압상차각이 존재한다면 이 전압상차각으로 인해 양쪽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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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하에 분담하는 전력이 달라지고 또 상차각이 커서 위상이 앞선 변전소에서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
이 부하의 소비전력을 초과하게 되면 위상이 앞선 변전소에서만 부하가 소비하는 유효전력을 공급하고 
또 위상이 뒤지는 변전소로 순환전류가 흐름을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수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상이 앞선 변전소에서만 부하에 유효전력을 공급하더라도 부하가 소비하는 무
효전력은 양쪽 변전소에서 거의 일정하게 공급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부하증가로 급전전압을 규정값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병렬급전을 고려할 경우 보호계전기 정정에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상이 뒤지는 변전소
의 수전측 역률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1. 이장무,이한민,오세찬, “병렬급전에서 변전소간 전압위상차 검토”,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 55-60 ,2007
2. 송길영, “신편 전력계통공학”, 동일출판사, pp.203-204 , 2003
3. 임금택, “변전소간 배전선로 루프조류 검토”,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4. 송길영, “최신송배전공학”, 동일출판사, pp.323~326, 2003
5. 창상훈,김주락,홍재승,오광해,김정훈, “전기철도 교류급전시스템의 회로 모델링 및 해석기법 연구”, 한

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219-228, 2000
6. 김주락,김정훈, “집전 전압 향상을 위한 교류급전시스템의 단권변압기 구성 검토”,한국철도학회논문

집, vol. 13, pp.65-70, 2010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