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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review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possible problems caused when the CV cable is 

used as a positive feeder line which supplies power from the DC HSCB (high-speed circuit breaker) to the 

catenariesin Seoul Metro which is using direct-current feeder method. In detail, this study contributes to 

stabilizing the power line by triggering a protective device by instantly detecting potential rise which happens 

when grounding fault occurs in non-grounding type CV cable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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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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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는 DC 1500V를 전차선로에 공급하여 전기차에 전원을 공급한다. 전기차는 전차선로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지만 직류변전소에서 전차선로까지는 케이블을 통해 급전하고 있다. 이 급전케이블은 주

로 3.3kV CV케이블 400㎟이 사용되고 있다.

   CV케이블은 동테이프 형태의 실드(Shield)층이 있으며, 도체와 실드사이의 절연파괴나 외부요인에 

의해 도체와 실드가 혼촉될 경우 이 실드에 의해 지락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지락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대지저항과 레일(부급전선)사이에 유기되는 전압을 감지

하여 차단기를 동작시켜 회로를 차단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CV케이블의 실드층을 접지

했더라도 도체와 실드가 완전지락사고가 아닌 저항이 높은 경우(0.5[Ω]이상)이거나, 실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CV케이블의 실드층과 대지사이에 전압을 감지하여 도체-실드사이

의 절연파괴나 혼촉시에 회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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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eling

   

    

그림.1. CV케이블 이상전압 검출회로

  그림1은 CV케이블의 Shield층의 지락사고 검출을 위한 간단한 회로로서 Re는 전압측정용 검출저항이

며, 이 저항 양단의 전압은 V64ca로 나타낸다. 또한 Rg는 대지저항이며, V64p는 대지전위를 나타낸다.  

  현재 서울메트로에서는 지락사고 발생시 대지전위(V64p)를 검출하는 직류접지계전기(64P)가 300V ~ 

400V로 정정되어있다. 정정치 이상의 대지전위가 상승할 경우 직류접지계전기(64p)가 동작하여 차단기

를 트립시킨다. CV케이블의 도체 - 실드간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 V64ca + V64p = 1500V의 전압

이 걸리며, V64ca와 V64p의 각각의 전압은 사고발생시 Re와 Rg의 저항비에 의해 분배된 전압이 검출되

지만 Re≫Rg일 경우 V64ca에 대부분의 전압이 걸린다. 

  이에 적절하게 V64ca와 V64p에 의해 동작하는 전압계전기의 셋팅값을 정정하면  도체 - 실드간 혼촉

사고 발생시 차단기를 동작시켜 회로를 개방할 수 있다. 

3. 회로 해석 

  국내에는 현재 직류 정급전선의 케이블 선종, 접지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로 CV케이블

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CV케이블의 Shield는 한쪽에만 접지된 경우와 비접지된 경우가 있다. Shield가 

접지된 경우에는 도체와 실드간 완전 지락 고장시 실드 접지로 지락고장전류가 흐르고 대지전위가 상승

하여 직류접지계전기(64P)의 검출부에 전압이 검출되어 차단기가 차단된다. 

  하지만 완전지락고장이 아닌 64P 정정치 이상의 부분적인 절연파괴가 발생할 경우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으며, 다른 방안으로 실드접지선에 흐르는 지락전류를 감지하는 경우 실드가 단선되는 경우에도 차단

기가 동작하지 않는다. 이를 경우 지락전류로 인해 화재 등의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실드의 지락사고 발생시 고장점 저항 R과 접지저항 Rg의 합이 10[Ω] 정도 유지되고 고장점 저항 R에 

대한 접지저항Rg의 비가 식(1)과 같이 될 경우

R/Rg ＜ 4/11 ≒ 약 0.363 (1)

  접지계전기(64p)는 동작하지 않아 150[A] 정도의 사고전류가 흘러 케이블 외피의 온도가 상승하여 전



체 케이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드 비접지의 경우 도체와 실드간의 절연파괴 등의 혼촉시 지락사고로 판단 불가하여 접지계전

기(64p)에 의한 회로차단이 불가하여 실드와 지지물, 트레이, 대지사이의 케이블 외피에 회로전압이 걸

려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절연파괴로 이어져 화재의 우려가 있다. 3.3kV CV케이블 400㎟의 실드의 기능

과 목적은 차폐에 있으며, 전류용량도 충전전류의 통전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지락사고시 발생하

는 대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CV케이블 실드의 전위상승 원인은 정전유도와 전자유도 그리고 대지전위 상승 등이 있다. 지하철 급

전계통은 직류이기 때문에 선로 충전 또는 방전시(HSCB 투입 또는 개방시) 또는 타 계통 고장시 대지 

전위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선로충전(HSCB 투입)시 실드층의 전위상승을 보면, 차단기를 투입하는 순간 진행파가 Cable을 통하여 

전차선으로 향하여 진행한다. 진행파가 개방단에 도달하면 반사를 하여 정류기측으로 도달하고 선로정

수에 따라 반사와 투과 및 중첩을 반복하면서 전압이 안정상태로 된다.

  이때 차폐선은 짧은 시간이지만 진행파의 


에 비례해서 전압이 유기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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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임피던스) = 50[Ω],     로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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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1,500V까지 도달 시간 10[㎲], 약 100[kHz]

  Tretoil Formation에 의한 시즈 유기 접압

  

  

   



×  

                         S : 케이블 중심선간 거리(2rm : 대지귀로), rm : 시즈 반지름

  ××××× ×   

예를 들면  54C2 Feeder가 430m일 경우

실드 유기전압    ×    




  즉, CV케이블의 길이에 따라 실드에 유기되는 전압은 비례하며, 상기와 같이 430m일 경우 차단기가 

투입되는 순간 486V의 전압이 유기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4. 현장 적용 및 분석

  직류급전선로의 케이블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류급전 전용으로 실드가 없는 케이

블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실드로 인한 장애 요인을 원천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 케이블 외피의 전기적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케이블 설치 경로상 지지물에 대하여 절연물을 사용

하여 주회로와 접지된 시설물 및 대지간의 절연내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이 CV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직류 급전케이블 지락사고시 이상

전압을 감지할 수 있는 계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2. 이상전압감지계전기 설치도

 그림2는 서울메트로내에 현장 적용된 개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이상전압 감지계전기(64ca)는 케이블 

실드 개별로 설치하여 고장선로 판단 및 신속한 고장해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3. 직류급전회로의 전압, 전류, 대지전위측정 그래프

그림4. 64ca 전압측정 그래프

  그림3은 직류급전회로의 전압, 전류, 대지전위측정 그래프이며, 그림4는 CV케이블에 설치된 이상전압 

감지계전기인 64ca 양단의 전압측정그래프이다. 64ca의 양단전압은 실드와 접지사이의 전압을 나타내

며, 지하철 급전계통은 직류이기 때문에 정상시 전위상승은 없어야 하나, 그림3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부하변동에 따른 전위변동분과 대지전위 변동분만큼의 CV케이블의 정전용량에 의한 전위변동이 그림4에

서와 같이 변동범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단기 투입 또는 개방시 전위 변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상전압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계전기 특성에 맞게 적절히 조정된 셋팅값이 요구

된다 . 



5. 결 론

  서울메트로에서는 정급전선에 CV케이블을 사용함에 있어 주로 비접지방식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도체와 실드 혼촉에 대비하여 이상전압 감지계전기를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케이블 소손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고장검출이 가능하여 화재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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