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AP eTraX(철도차량 시스템)는 저압 및 고압 철도 전력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입니다. 

 

eTraX 철도차량 시스템은 철도 소유주, 운영자 및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를 위한 통합 견인 전력 시스템 설계 및 관리 시스템으로서 

활용되며, 고급 지형학적 정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레일 인프라의 

모델링, 시뮬레이션, 예측 및 최적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Design 설계

           Analyze 분석

        Optimize 최적화

eTraX TM

철도차량 

시스템

Rail Traction Systems

•	 철도차량 시스템의 분석 & 운영을 위한 도구

•	 모델, 분석, 평가 & 추천 솔루션

•	 송전, 배전, 견인 & 신호를 함께 해결

•	 변전소 위치 및 용량 평가

•	 철도차량 전력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	 불균형 시스템 운영의 과제 해결

•	 미계획 이벤트 및 향후 성장 모델

•	 임피던스 계전기로 통합 보호 

•	 타사 응용프로그램 및 서식과 데이터 호환성

•	 모바일 데이터 엔트리

•	 ETAP QA 프로그램에 따른 개발

•	 벤치마크에 대한 확인 & 검증(V&V)



“지형적이며 논리적인 뷰(View)를 사용하여

시각화 & 분석적 견인 시스템 제공”

Visualize & Analyze Traction Systems Using Geospatial & Logical Views

eTraX 솔루션의 장점 
•	 데이터 중앙집중화 - GIS, 계획, 보호 & 운영

•	 철도차량 전력 전차선로 시스템(OCS) 설계

•	 지능형 단선도 & 가상 모델링

•	 지리공간 자산 시각화

•	 철도차량 전력 공급 설계 & 기기 등급

•	 철도차량 전력 기기 템플릿 제공

•	 열차 성능 계산

•	 미계획 이벤트가 전기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측작업 제거

•	 다양한 철도차량의 영향 분석

•	 이벤트 또는 실패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	 전력 시스템의 국제 표준 제품 활용

•	 시스템 통합 & 운영에 관한 개념 설계 및 연구

•	 기존 또는 계획된 열차 운영을 위한 변전소 용량 평가

•	 다양한 시간표를 이용한 전력 조류 & 전압 강하 결정

•	 철도차량 전력 및 신호 시스템을 위한 하나의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용

•	 Real-Time 예측 시뮬레이션을 위해 eSCADA와 통신

eTraX 철도차량 전력 시스템  eTraX Traction Power Solution

ETAP은 사용자 친화적 그래픽 전력 시스템 설계 및 모델링 플랫폼을 이용하여 철도차량 전력 응용 프로그램 및 철도차량 성능 

계산을 완벽하게 통합한 전기 엔지니어링 솔루션으로 제공됩니다.   



지형적환경을 반영한 선로(線路) 모델링

Geospatial Track Modeling 
•	 철도차량 전력 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 생성 및 관리하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 

환경

•	 OpenStreetMap과 같은 온라인 소스에서 기차선로 및 역 위치 불러오기

•	 지형적 환경을 반영한 철도 네트워크 모델링 & 시각화

•	 지리공간 기차선로 레이아웃을 구축하기 위한 빠르고 간단한 도구

•	 동기화된 전기 단선도 생성 및 유지

•	 OCS, TSS, SSP 등에 대한 단선도 서식 활용 또는 생성

•	 공간의 다중 선택이 가능한 내장형 자동 레이아웃 기능

•	 지리공간 및 전기 뷰(View)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및 트레인 애니메이션

선로(線路) & 경로 편집기 Track & Route Editor 

•	 가능한 경로의 그래픽적 요소 선택 및 자동 식별

•	 테이블 형식 기차선로 & 경로 편집기를 이용 상세 경로와 선택된 연결을 표시

•	 사용자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체 경로를 정의하고 구축할 수 있는 자동화 툴기능

•	 색상 기반 경로와 테마 색상 적용

철도차량 라이브러리 Train Rolling Stock Library 
•	 기관차, 승객칸, 화물 등을 포함한 상세한 철도차량 라이브러리

•	 철도차량에 문서 및 사진 링크를 포함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	 견인력 Vs. 속도에 대한 성능 곡선 포함

•	 제동력 Vs. 속도와 같은 제동특성 포함



견인 장비 모델링 Traction Equipment Modeling 
•	 철도차량 특정 장비 모델링： 

  • 전차선로 (OCS) 

  • 기차선로 저항 

  • 단권 변압기 

  • 흡상 변압기 

  • 고도, 밴드 반경 & 속도 제한 

  • 전기 철도용 변전소(TSS) & 개폐소(SSP)

•	 단상 전압 레벨 및 주파수 모델

•	 일반적인 전기 견인 배전 구성： 

  • 흡상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은 1X25kV 

  • 흡상 변압기 및 귀로용 도체를 활용한 1X25kV 

  • 단권변압기를 사용한 2 x 25 kV 

열차 구성 & 배정 Train Configuration & Assignment 
•	 열차 구성과 철도차량의 순서 정의 및 모델

•	 기관차, 승객, 화물칸 또는 혼합배치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의 열차 구성

•	 열차 구성에 빠른 열차 일정 배정

•	 철도차량 라이브러리 통합

•	 사용자 정의 가속도 및 제동 제한

열차 일정 Train Schedule 

•	 경로 당 무제한 열차 일정 정의

•	 주중, 주말 및 휴일에 대해 상이한 열차 일정 정의

•	 하루동안 주어진 열차 수에 대한 열차 일정 자동 생성

•	 빠른 데이터 입력을 위한 MS Excel 형식에서 열차 일정 불러오기

•	 열차 도착시간, 정차 시간 또는 출발 시간 정의

•	 전력 계산을 위해 타사 프로그램에서 쉽게 열차 일정 활용



열차 성능 계산 Train Performance Calculations

•	 열차 성능에 따른 견인력 결정

•	 등급, 곡률, 속도 제한 등과 같은 기차선로 프로파일 고려

•	 회전, 가속, 저항력 고려

•	 열차 운행 시간 분석

•	 운행 중지 및 중지 패턴

•	 전력 공급 부적절성 / 혼잡지점 식별

•	 철도 전력 소비 / 수요

•	 철도차량 개조 / 업그레이드 시뮬레이션

•	 재생브레이킹 시스템의 영향

결과 & 플롯 Results & Plots

•	 전기 네트워크 및 OCS를 통한 그래픽 전력 조류 및 전압 강하 값 표시

•	 위상 및 시퀀스 전력 조류 및 전압 표시

•	 단선도 및 지리공간 뷰 상에 그래픽적 결과 표시

•	 견인력 계산 시간 슬라이더 표시

•	 계산된 값 및 열차 위치를 표시하는 열차 애니메이션 재생

•	 플롯 관리자를 이용한 그래픽적 플롯 표시 

•  변전소 전력 조류 & 전압 표시 

•  열차 전력 조류 & 경로 당 전압 표시 

•  기차선로 프로필, 속도, 고도 등 표시



철도차량 불평형 전력 조류 Traction Unbalanced Power Flow

•	 단상 & 불평형 3상 모델링

•	 불평형 & 비선형 부하 모델링

•	 위상 & 시퀀스 전압, 전류 & 전력

•	 전압 & 전류 불평형 요소

•	 자동 기기 평가

•	 불평형 부하 & 분기점

•	 기계 내부 시퀀스 임피던스

•	 기계/변압기 다양한 접지 유형

•	 변압기 권선 연결 모델링

•	 단선 & 다중선 위상간의 송전선 결부

•	 변압기 부하 탭 전환장치 (LTC / 조절기)

•	 위상 전환 변압기

•	 자동 조정 전압 조절기 설정

•	 전류 주입법

•	 10만개 이상의 모선 기능을 갖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무제한의 “What if” 연구 수행

철도차량 불평형 고장 계산  Traction Unbalanced Short Circuit

ETAP은 가장 포괄적인 불평형 고장계산 모듈을 제공합니다. 송전 및 배전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 및 운영 툴을 이용하여 추돌, 시리즈, 미끄럼 

및 동시 고장 계산을 모델링하고 반영할 수 있어 다른 고장 계산 프로그램이 필요없습니다.

•	 동시 고장

•	 3상 지락사고

•	 3상 고장

•	 지락사고- A상 또는 B상 또는 C상

•	 2선 지락사고

•	 개회로 - A상 또는 B상 또는 C상



신뢰성 평가 Reliability Assessment

철도차량 시스템 신뢰성 평가는 각각의 TSS에 전력 공급의 가용성 및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전 시 심각성 또는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에 나열된 지수의 확장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각 구성요소의 신뢰성 특성을 모델링에 반영

•	 사용자 정의 파라미터 & 설정 구현

•	 모선 및 부하점 신뢰성 지수 계산

•	 시스템 신뢰성 지수 계산

•	 신뢰성 에너지(비용) 지수 계산

•	 에너지(비용)지수로 요소 기여도 평가

•	 동시 고장의 영향 계산

•	 플롯팅을 위한 구성요소 유형 선택

Real-Time SCADA & 철도 급전 관리 시스템 eSCADA & Traction Power Management System 

eTraX 응용프로그램은 모듈방식으로 지능형 전력 모니터링, 실시간 예측 시뮬레이션 및 eSCADA, 철도차량 시스템의 전기 네트워크 

수명주기를 위한 최첨단 설계 및 관리 솔루션입니다.

•	 설계, 계획 및 실시간 운영을 위한 공통 모델 활용

•	 내장형 기본 SCADA 통신 프로토콜

•	 파형의 자동 다운로드 및 이벤트 파일의 순서

•	 데이터 & 이벤트에 대한 통합 기록

•	 통합 알람 및 이벤트 관리

•	 내장형 이중화 - 중앙 집중식 & 분산식

•	 상태 평가를 갖춘 고급 모니터링

•	 운영자 동작에 따른 예측 시스템 응답

•	 스위칭 작업 순서 관리를 허용하는 스위칭 시퀀스

•	 근본 원인 & 영향’ 분석에 대한 시스템의 운영 조건을 식별하기 위한 이벤트 플레이백

•	 ‘What-if’ 및 영향 분석을 위한 실시간 신호 정보 소개

•	 웹 기반 씬 클라이언트 시각화 및 사용자 정의 HMI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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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P Quality Assurance
ETAP’s quality assurance is specifically dedicated to meeting the requirements of:

ETAP is Verified and Validated (V&V) against field results, real system 
measurements, established programs, and hand calculations in order 
to ensure its technical accuracy. Each release of ETAP undergoes a 
complete V&V process using thousands of test cases for each and every 
calculation module and library data.

ETAP is a high impact software qualified for use within nuclear, military 
and mission critical facilities and operations.

Certificate No. 10002889 QM08

Registered to ISO 9001:2008

철도차량 시스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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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ail Tra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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