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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cause of fire accidents on power system for DC electric traction vehicles. We 

investigated fire scene of power line for DC electric traction vehicles. From analysis results, the cause of 

fire on power line turned out line to ground fault between a feeder of electric power services(pantagraph) 

and DC electric traction vehicle roof.

 Fire accidents of DC electric traction vehicles be assumed that electric sparks had been produced between 

the pantagraph and the power line conductor by repetitively making contact and separation, maybe if some 

material like branches get in between connecting rod it make progress line to ground fault. ZnO arresters are 

widely used to protect DC electric traction vehicles against overvoltages caused by lightning or switching 

surges. However, the arresters are deteriorated by commercial frequency overvoltages and/or lightning one. 

Deteriorated arresters could lead power failures, such as line to ground fault by a thermal runaway resulting 

from the increases in leakage current even in a nominal power system voltage. The power failures, such as 

line to ground fault would be causative of the fire accidents.

------------------------------------------------------------------------------------

1.  서  론

  과거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화재 사고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기철도의 급전계통이나 차량에

서의 사고 발생시에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직류 전기철도에 관련해서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나 통계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구지하철 사고 발생 이후 많은 변

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차량 내장재의 난연성 재료 사용에 대한 검토, 화재 사고 발생시 역구내 배연

시스템의 기능강화, 사고 후 대피요령 등이 중심이었다. 그럼에도 인재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발생

의 직접적인 요인의 분석이나 검토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1~3]. 

  전기철도용 변전소와 급전계통, 전동차 등의 전력설비에는 낙뢰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과도 과전압

(transient overvolage)과 내부 급전계통 운영에 요구되는 차단기의 동작, 팬터그래프(pantagraph)와 

급전선의 이동 접촉, 인버터와 같은 전력변환기기의 사용으로 개폐 과전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과도과전압은 정상 운전전압보다 수 ~ 십 수배에 달하므로 과도과전압의 침입 또는 발생시에는 

계통에 연계되어 있는 절연전선, 애자, 부싱, 변압기, 차단기, 인버터 등의 전력설비와 각종 저압용 기

기의 절연을 위협한다[4~5]. 그럼에도 직류 전동차의 전원공급 계통은 절연거리가 짧고, 차체 지붕이 

접지전위의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전류 또는 과전압 발생시 절연파괴를 일으켜 지락 사고로 진전

되기 쉬운 구조이다.

또한 낙뢰와 같은 과전압에 대한 대책으로 피뢰기 급전계통 부근에 설치하고 있으며, 피뢰기는 반복적

인 보호 동작으로 열화가 발생하고, 정상운전전압에서도 누설전류가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지락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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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화재 사고로 진전되기도 한다[6~8]. 

  본 논문에서는 실제 직류 전동차 전원계통에서 발생된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기철도의 구성

2.1 전원공급 시스템

  직류 전기철도의 전원계통은 그림 1과 같이 22.9 kV의 교류전압을 송전 받아 1차로 강압하고, 정류

회로를 거쳐 직류 1500 V가 급전선에 공급되고, 이 전압은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를 통해 전동차에 전

달된다. 정류회로 후단에는 고속차단기(HSCB, High Speed Circuit Breaker)가 설치되어 지락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장전류 및 과전류를 고속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전동차에는 팬터그래프를 통해 전압이 공급되며, 팬터그래프는 전동차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6량 

및 8량 편성인 경우에는 2개, 10량 이상 편성일 때에는 3개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전기철도 특성상 

전동차 지붕위에 위치한다.

그림 1. 직류 전기철도의 전원계통 개략도

2.2 피뢰기의 설치

  피뢰기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동차 지붕위의 팬터그래프 근방에 설치되며, 외부로부터의 

침입하는 낙뢰 및 팬터그래프의 접촉 불량, 인버터 사용에 의한 서지전류와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원계

통을 보호한다. 피뢰기는 단자전압이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동작개시전압 이상이 되면 수 μs이내에 이상

전압을 피보호기기의 절연내력 이하로 억제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전류는 피뢰기를 통하여 

대지로 방출된다. 그 후 피뢰기는 이상전압이 소멸하면 즉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며, 선로의 정상운전

전압에서도 속류가 흐르지 않고 소자의 누설저항에 의한 수백 μA 정도의 누설전류만이 흐르게 된다. 

    

          (a) 외관                  (b) 내부구성                (c) 전동차에 설치된 모습

그림 2. 직류 피뢰기



피뢰기는 제조시 결함, 사용 환경에서의 열화 및 부적절한 선정 등에 의해 정상운전전압에서도 누설전

류에 의해 과열되고, 열폭주(thermal runaway)에 도달하면서 지락사고로 진전하여 2차적인 사고를 유

발시킬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피뢰기 열화의 주된 요인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서지와 

운전 중 급전전압의 일시적인 상승에 의한 과전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  전원계통에서의 화재 사고사례 분석

  그림 3에는 직류 전기철도 전원계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예로서 사고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나타

낸 것으로 전동차 지붕위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고 이후 연기가 자욱해지는 현상을 보였

다. 화재 사고의 원인은 그림 3(a)의 경우, 전원공급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와 전동차 지붕사이에서 지

락사고가 발생하여 팬터그래프 구동부의 스프링 및 지붕 일부가 소손된 것이었다. 그림 3(b)의 경우에

는 전동차 지붕에 설치된 피뢰기가 정상운전전압에서 누설전류의 증가로 지락사고를 유발하면서 화재

로 진전되었다. 

(a) 팬터그래프 이상 (b) 피뢰기 소손

그림 3. 전원계통에서의 화재 사고 예

3.1 팬터그래프 이상에 의한 화재 사고 원인 분석

  화재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하여 전동차를 조사한 결과,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팬터그래프의 스프링 구조물과 전동차 지붕사이에서 지락사고가 발생되었다. 스프링 부

분은 팬터그래프와 연결된 구조이고, 전동차 운행 중에는 급전선 전압 1500 V가 직접 인가된다. 팬터

그래프와 전동차 지붕 사이에는 절연애자를 통해 절연되어 있으며, 절연애자를 통해 확보되는 절연거

리는 대략 7 cm로 급전선 전압이 직접적인 지락사고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그림 4(b)에 나타낸 스프링 부분은 2개의 스프링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스프링 사이에서 

아크 발생 흔적이 관찰되는 점, 그림 4(c) 및 (d)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동차 지붕에 남아있는 아크의 

흔적이 스프링 설치부분의 직하단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스프링 사이에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혼

입되어 전동차 지붕에 맞닿으면서 최종적인 지락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차의 운행조건에

서 팬터그래프는 전동차 지붕위로 노출되며, 지상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나뭇가지 등과 같은 이물

질이 팬터그래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물질이 팬터그래프와 전동차 지붕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면 지락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원계통의 구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전선 후단에는 고속차단기가 접속되어 사고전류의 파급을 

막기 위해 전원공급을 차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변전소가 사고위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차단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전류의 영향으로 과전압이 발생되고 2차사고로 이어

지는 경우가 많다. 그림 4(e)는 변전소내에 설치된 고속차단기의 접점이 녹아내린 형상으로 큰 사고전

류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소손되어 2차 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그림 4(f)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속차단

기가 사고전류 차단과정에서 발생한 아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되고, 제어회로를 소손시키는 3차사고로 

진전되었다.



(a) 사고전동차의 팬터그래프 (b) 팬터그래프 부분의 스프링

(c) 지락사고 발생위치 확대 사진 (d) 전동차 지붕의 소손 형상

(e) 고속차단기 내부의 소손 형태 (f) 고속차단기 제어회로의 소손 형태

그림 4. 팬터그래프와 전동차 지붕 사이에 발생한 지락사고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개략적인 구성은 그림 5와 같으며, 사고지점은 변전소 A에서 대약 100m 떨

어진 위치이고, 변전소 A와 B의 거리는 3.7 km 떨어져 위치해 있다. 사고지점에서 지락사고 발생되어 

고속차단기에서 인지한 시점에서 차단 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고전류는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략 12 kA이었으며, 고속차단기와 사고지점까지의 급전선 길이를 고려할 때, 차단기 제조사의 

Dynamic Simulation에 의한 사고지점에서의 지락 전류는 대략 68 kA로 추정된다. 고속차단기는 8 kA 

이상의 고장전류에 대해 동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정격 차단용량이 80 kA로 사고전류를 정확히 차

단하였으나, 포크 유니트 근방의 가동접점 하부와 Closing Coil Device의 고정용 볼트 사이에서 아크

가 발생하여 지락으로 진전되었고, 이로 인해 가동접점 하부의 포크 유니트 주변 및 고정용 볼트 주변

이 심하게 소손되어 2차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 고정용 볼트는 접지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고정용 볼트

가 헐거워져 사고전류가 접지측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해 2차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사고지점 전원계통의 개략도

그림 6. 고속차단기 차단동작 시점에서 측정된 사고 전류

  결국 팬터그래프와 전동차 지붕 사이에서 발생한 지락사고에 의해 전동차 내에서 1차 화재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사고전류 차단동작 중 고속차단기 내부에서 2차 사고로 진전되고, 고속차단기 주변의 제

어회로까지 사고가 파급되어 3차 화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1차 사

고의 원인이었던 전동차 내에서의 지락사고 예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팬터그래프 구조물에 절연 

커버를 입히거나 팬터그래프가 설치되는 전동차 지붕에 절연 처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3.2 피뢰기 소손에 의한 화재 사고 원인 분석

  피뢰기는 낙뢰에 대한 반복적인 보호 동작으로 열화가 진전되며, 열화된 피뢰기는 정상 운전전압에

서도 누설전류의 크기가 증가하여 전기적 발열이 수반되고, 최종적으로 지락사고를 일으킨다. 결국 피

뢰기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피뢰기 열화에 따른 지락사고 및 화재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피뢰기의 열화 상태는 누설전류의 증가 및 기준전압의 변화로 알 수 있으며, 온라인 상태에서는 누

설전류를 검출하는 것으로 피뢰기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이전에 연구된 피뢰기의 가속 열화 실험 

결과, 그림 7과 같이 서지 인가횟수에 따라 약 1,500회까지 누설전류는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측

정되었으며, 기준전압은 거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1,500회 이후에는 누설전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데, 특히 운전전압 및 최대 연속 사용전압에서는 변화가 작게 나타나지만, 정격전압에서는 

누설전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기준전압도 1,500회 이후에서 감소하는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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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지인가에 따른 누설전류와 기준전압의 변화

직류 전동차에 적용되는 신품 피뢰기(S1, S2) 및 기사용 피뢰기(S3, S4)를 대상으로 누설전류 및 기준

전압을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 피뢰기 특성분석 결과

시료

번호

I[μA] 

at 1,500[VDC]

I[μA] 

at 1,650[VDC]

I[μA] 

at 2,000[VDC]
Vref[VDC] 비고

S1 1 2 24 2,460 신품

S2 2 4 54 2,300 신품

S3 1,950 2,700 10mA이상 1,380 불량

S4 37 117 2,200 1,920 열화,교체

신품 피뢰기(S1. S2)를 대상으로 측정한 누설전류의 값은 최대 연속 사용전압(1,650 V)에서 10 μA 이

하, 정격전압(2,000 V)에서 20~50 μA로 낮게 측정되었다. 기사용 피뢰기(S3, S4)는 급전계통의 정격전

압(1,500 V)에서 수십 μA 이상 흐르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정격전압에서는 2.2 mA 이상의 누설전류

가 측정되었다. 특히 최대 운전전압 1,650 V에서는 100 μA 이상의 누설전류가 흐르므로 전동차 운행 

중 피뢰기에서의 발열 현상을 수반하게 되고, 발열 현상의 증가는 누설전류의 증가로 이어지며, 최종적

으로는 단락사고로 이어져 피뢰기가 폭발하고, 급전계통의 지락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기준전압의 측정결과에서도 신품 피뢰기에서는 2,300 V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지만, 기사용 피뢰기에서

는 각각 1,380 V와 1,920 V로 피뢰기의 열화에 따라 기준전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최종적으로 피뢰기의 열화에 따라 정상운전전압에서도 전기적 발열현상이 수반되며, 이는 피뢰기의 

폭발 및 급전계통의 지락사고로 이어져 화재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열화된 피뢰기를 사전에 제거 또는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류 전기철도의 전원계통에서 화재 사고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여 기술하였다. 

사고사례를 통해 분석된 전기철도에서 화재 원인은 전원공급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와 전동차 지붕사

이에서 지락사고가 발생이나 전동차 지붕에 설치된 피뢰기가 정상운전전압에서 누설전류의 증가로 지

락사고를 유발하면서 화재로 진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락사고는 사고전류 차단 과정에서 고속차단

기의 소손 등의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직류 전기철도에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팬터그래프 구조물에 절연 커버를 입히거나 팬

터그래프가 설치되는 전동차 지붕에 절연 처리를 하는 것이 요구되며, 피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열화된 피뢰기를 사전에 제거 또는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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