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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study an standardization of control cable numbering for high speed railway substation. 

Standard numbering structure of substation control cable and consistency of the number system are important 

for the railway substatio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However, currently control cable number system of railway substation was not standardization which was 

different according to a bander and a construct company. Therefor there is many difficult which does a same 

function to differ in maintenance and repair to accident.

Therefor Standardizes the number system of the substation control cable is useful for an improve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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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변전설비의 보호 및 제어는 다음의 3가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야한다. 

▶ 인명의 안전 확보(Security against risks for Man)

▶ 전력 시설물의 보호(Protection against power facilities)

▶ 전력계통의 운영 효율성(Efficiency of operation against power system)

근래의 변전설비 보호 및 제어 시스템은 무인 자동화되어 있다. 사람이 기기를 보면서 조작하는 경우 

보다 원격에서 기기를 조작하거나 자동으로 조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원격 조작 혹은 자동

조작을 위해서 변전소 전력기기 간에는 상호 신호를 주고받는 제어선이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이 제어 

선의 수가 매우 많고(수백 혹은 수천) 이 중 한 제어선의 잘못 연결도 앞에서 언급한 ‘변전설비의 보

호 및 제어시스템의 3가지 기능’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제어 선의 표시는 그 의미가 쉽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

공,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작업자도 쉽고, 정확하고, 동일하게 이해하여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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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는 변전기기 제작자 혹은 변전소 시공자 나 설계자는 각 회사마다 다른 표준으로 제

어 선을 표시하여 변전소 마다 그 표시 방법이 상이하였다. 따라서 작업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

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혹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곤 하였다. 이는 업무의 비효

율 문제를 떠나서 승객 및 작업자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변전설비의 제어회로 제어선의 번호부여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변전설비 운영기관의 

변전설비 제어선의 번호부여체계를 조사 분석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번호부여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이

를 적용하였을 때 변전설비 도면의 표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변전설비 시설에 관한 규격

변전설비에 적용되는 해외 규격인 

일본전기공업규격 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국내 규정으로

는 내선규정을 참고 하였다

2.1 미국(IEEE C37.2-1996)

미국의 의 원

본을 번역한 내용이다 이 표준에서는 변전소와 발전소 그리고 전력이용을 위한 설비 및 변환장치에 사

용되는 기기 기능번호의 정의 및 적용을 다루었다 또한 번호의 목적이 논의되었으며 개의 번호가 배

치되었다 또한 각 기능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접두사와 접미사를 사용하기 위한 약어 및 각 

기기의 접촉기 명칭이 서술되어 있다

기기기능번호는 전기설비에 설치되는 각 기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매뉴얼 반자동 및 자

동 개폐장치가 포함된다 이 번호는 도면 기초도 및 접속도 설명서 출판물 및 규격서 등에 사용된다

또한 자동 개폐장치용 기기 번호는 조립된 설비 위에 놓거나 각 기기 부근에 놓여 질 수 있다

모든 기기기능번호를 적용할 때 접두사 기능 번호 및 접미사 그 조합을 포함하여 이에 사용된 모

든 기기기능번호는 간략하게 정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기기기능번호가 사용된 도면이나 별도

의 도면 혹은 다른 도면이 인용한 목록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설명서 및 기타 문서도 기기기능번

호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기번호는 에서 까지 사용하며 에서 까지는 까지에 할당되는 기능이 없을 경우 특정한 

설비를 위해 사용된다

문자와 번호는 기기기능번호의 접두사나 접미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그 기능을 정확하게 정의하

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수많은 설비의 유형에 사용되는 번호와 다양한 기기에 대해 

기능 명칭을 복수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2 일본(JEM 1090-1994)

일본의 경우는 제어 기기번호

에서 전기기기에 대한 번호부여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이 규격은 전기설비의 제어장치의 기기번호에 대해서 규정한다 이 규격의 인용규격은 다음과 같다

 수력발전소용 제어 기기번호

 정류기변전소용 제어 기기번호

 교류변전소용 제어 기기번호



 화력발전소용 제어 기기번호

 배전반 제어반 제어장치의 용어 및 문자기호

일본의 경우도 기기번호는 기본 기기번호 이외 필요에 따라서 보조기호 및 보조번호를 조합하여 구

성하고 있다 또한 기기의 종류 성질 및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2.3 국내(내선규정)

국내의 경우는 내선규정에서 전기기기에 대한 번호부여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의 을 기

반으로 하여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4 규격비교

와 규격에서 제시한 기기번호 중에 서로 다르게 번호부여된 것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현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거리계전기인 것을 알 수 있다 의 경우 번이 거리계전기이고

의 경우 번으로 표시되고 있다 또한 번의 경우도 에서는 순간과전류보호계전기를 나타내

며 에서는 선택계전기를 나타내고 있다

3. 변전소 보호 및 제어회로 현황분석

고속철도 변전소의 설계 및 시공의 효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어 및 보호회로 케이블의 번호부여 

체계 표준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케이블과 심선의 번호부여 체계 표준화는 신규 유지보수 인력의 현장 

적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지보수성의 향상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고속철도변전소의 케이블 및 심선의 번호 부여체계 표준화를 위하여 국내 변전설비 운영기관

의 현황을 조사하고 변전소의 케이블 및 심선의 번호부여 체계를 분석하여 이를 고속철도 변전소에 적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3.1 한국전력공사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개 지역의 전력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전력의 개 변전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개의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수전전압별로 분류하면 변전소는 서울전력 수원전력 제천전력 대전전력 등 개소가 운영되

고 있으며 변전소는 서울전력 개소등 개의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변전소는 

서울전력 개소등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변전소는 서울전력 개소 등 전국에 개의 변전소

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전소는 대구전력의 개소 등 전국에 개의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3.2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제어업무 지침서

우리나라 최대의 변전설비 운영기관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변전소의 제어회로 번호부여를 위하여 지

침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제어케이블 결선도를 작성하여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변전소제어업무지침서 를 년 월에 시행하였다 변전소 제어업무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변전소 제어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어 설계도면 작성 

도면 표시기호 



• 번호 부여 

• 제어케이블의 적용 

• 제어케이블 부대설비 

• 제어케이블 물량 산출 

• 소내 전원반 집중감시 제어반 및 축소형 MOSAIC반

• 설계용역대가 산정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 시공된 다수의 변전소 제어설비를 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전면적으

로 수정하지 않고 154kV이상 변전소 신․증설 및 GIS화공사의 제어업무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제한적으

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기기 분류번호 부여 체계는 케이블 포설 또는 결선시 기기 구분이 용이하고, 부여된 

번호만으로 계통전압 등급, Bay/Bank/Bus 번호, 기기 용도가 파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기 분

류번호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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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기 분류코드(Option)

기기 부속 용도 약어코드

기기 주용도 약어코드

Bay/Bank/Bus 분류코드

계통전압 분류코드

[그림 1] 기기분류번호 기본구조

3.3 케이블번호 부여 체계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제어업무지침서”를 통하여 제어케이블의 선정, 적용, 포설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번호 부여 체계는 전산화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며, 계통전압 등급, Bay/Bank/Bus, 케

이블 사용 관련기기, 케이블 용도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8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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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일련번호

케이블 용도 분류코드

기기 주용도 약어코드

Bay/Bank/Bus 분류코드

계통전압 분류코드

[그림 2] 이블번호 부여 체계



4. 새로운 고속철도 변전소 제어케이블 번호체계 분석

4.1 번호체계 수립 원칙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번호부여 체계 수립을 위한 번호부여 원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수

및 시공자로 하여금 쉽게 판독이 가능한 구조로 제정되어야 한다

제어선 보호 및 제어선을 제어선이라 함 의 번호는 그 제어선이 어떤 기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된

다는 것을 명확하고 또한 고유하게 혼동되지 않도록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개별적 기기의 표현은 고속철도 변전소 표준도면의 기기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기의 지칭에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기의 지칭은 가능한 한 국제규격 혹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규격을 따른다

제어선 번호는 그 의미가 별도의 범례나 규약 없이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부여 되어 야 한

다

가능한 한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어 있는 방식을 따른다

4.2 번호체계 기본구조

제어케이블의 번호부여 체계는 운용자가 관련기기와 케이블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총 최

대 자리로 구성한다

일련번호(용도)

기 능

기기번호 

종 류

기기번호는 총 자리로 구성 주 기기번호 보조기기번호 하며 의 기

기기능번호 를 따른다

주기기번호는 변전소 기기 기능번호를 나타내고 있다

예

차단기

보조 기기번호는 최대 자리로 기기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한다



구 분 기 기 명 설    명

단
 
로
 
기

수전 호의 선로측 단로기

수전 호의 번 모선 단로기

주변압기 호 차의 번 모선 단로기 

주변압기 호 차의 번 모선 단로기 

급전 호의 상용 번 모선단로기

용 단로기

주 변압기 호 차측 차단기 차의 상 접지용 단로기

차
 
단
 
기

수전 호기용 차단기

주변압기 호 차용 차단기

주변압기 호 차용 차단기

급전 호용 차단기

공통급전용 차단기

기능번호는 제어케이블의 용도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제어케이블의 용도는 투입 개방 쇄정 해정과 

같은 제어명령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기 능 번 호 설   명 기 능 번 호 설   명

제어케이블의 종류를 표시하는 번호는 제어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제어명령을 전송하는 케이블은 의 약어인 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제어명령

기기상태 의 투입 개방상태

고장경보 등의 각종 이상경보

계측 

일련번호는 다수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표 케이블의 종류 및 일련번호

구분 [종류+일련번호] 설    명

상

태

표

시

S1 PLC 입력용 상태표시

S2 보호 계전기 입력용 상태표시

S3 MOSAIC의 CB, DS, ES 상태표시

S4 RTU(SCAD)용 상태표시

경 

보

A1 PLC 입력용 경보

A3 ANNUNCIATOR 표시용 경보

A4 RTU(SCAD)용 경보

4.3 표준화된 제어케이블 번호부여체계 도면 표기

제안된 제어케이블 번호부여체계를 적용하여 도면을 작성할 경우 다음 도면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케이블 포설리스트 상에도 제안된 제어케이블의 심선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면 도면의 해독과 현

장 일치성에서 도면 내용전달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도면 작성 예



그림 포설리스트 작성 예

다음 표는 제안된 제어케이블 번호부여 체계를 이용하여 제어케이블의 심선번호를 부여한 예를 나타

낸 것이다



표 제어케이블 심선 번호부여 예 제어명령 및 상태표시

기기명 기 능 선 번 호 비 고

52R1
투입 52R1-CL-C 제어명령

개방 52R1-OP-C 제어명령

89RL1
투입 89RL1-CL-C 제어명령

개방 89RL1-OP-C 제어명령

89R1B1
투입 89R1B1-CL-C 제어명령

개방 89R1B1-OP-C 제어명령

52R1
투입 52R1-CL-S 상태표시

개방 52R1-OP-S 상태표시

89RL1
투입 89RL1-CL-S 상태표시

개방 89RL1-OP-S 상태표시

89R1B1
투입 89R1B1-CL-S 상태표시

개방 89R1B1-OP-S 상태표시

표 제어케이블 심선 번호부여 예 경보

경 보 내 용 경보약어 케이블 번호부여

수전1호 GIS 차단기부 가스누기 1차 경보 63GCB1 R1-63GCB1-A

수전1호 GIS 차단기부 가스누기 2차 경보 63GCB1 R1-63GCB2-A

수전1호 GIS DS, ES부 가스누기 1차 경보 63GDE1 R1-63GDE1-A

수전1호 GIS DS, ES부 가스누기 2차 경보 63GDE1 R1-63GDE2-A

수전1호 GIS 유압저하 경보 트립쇄정 63Q2 R1-63Q2-A

4.  결  론

본 논문은 고속전기철도 변전소의 제어케이블 번호부여체계 표준화 방안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변전소 제어케이블 번호는 변전소 유지보수 및 시공 시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고 번

호부여체계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작사와 시공사에 의한 표준화되지 않

은 번호를 부여함으로 각 변전소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케이블의 번호가 상이하여 유지보수에 많은 어

려움과 사고의 위험성이 존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변전소 제어케이블의 번호부여체계를 표준화시킴으로 유지보수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

고 고장 시 신속한 변전소 기능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지보수자의 숙련도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제어케이블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 변전소 유

지보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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