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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철도에서 급전선이나 전차선의 레일과의 단락, 혹은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장지점을 예

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류 AT 시스템에서는 고장점

표정을 위해 리액턴스 방식과 AT흡상전류비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리액턴스 방식은 고장저항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리액턴스 값으로만 거리를 검출하는 장점이 있으나 거리대

비 리액턴스 값이 비선형적이고 리액턴스에 따라 최대 3개

의 고장지점이 표시되는 단점이 있다. AT흡상전류비 방식은

단권변압기(AT)의 중성점에서 전류를 측정하여 그 전류들의

비(ratio)로 고장점을 검출하여 보다 정확한 표정이 가능하

지만 타선흡상현상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표정 오차가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AT 중성점에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측정 장치와 통신장비 등의 추가 설비가 필요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1,2]. 

본 논문은 기존 방식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차선 전류 분류비를 이용하여 고장점을 표정하는 새로운 기

법을 제안한다.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은 기존에 전차선

에 연결되어 있는 보호계전기를 사용하여 각 전차선의 전류

를 측정하고 취합하여, 그 비를 이용하여 고장지점을 표정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 해석프로그램 PSCAD/EMTDC를

사용하여 교류 급전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다양한 고장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고장 시뮬레이션 결과 추출된

전차선 전류 분류비를 연산하여 고장지점의 정확성을 검증

하였다. 이 방식은 기존의 기법보다 더 정확한 고장점을 표

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계전기를 사용함으로

써 추가 설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Abstract In AC feeding system, the fault location is calculated by using ratio of current absorbed in the neutral point of

AT(Automatic Transformer) or by measuring reactance. In this way, however, an estimation error can be happened due to

the many reasons. In addition, for measuring currents in the neutral point of AT, other measuring devices and communica-

tion equipments are additionally required. In order to solve the disadvantages, this paper suggests a novel technique using

the distribution ratio of catenary current. The proposed technique uses existing protective relays and measures catenary cur-

rent. With the measured data, we can calculate the distribution ratio of catenary current and determine fault location.

Through the simulated results, we derived the correlation between current ratio and fault location. Using this technique,

additional equipments and expenses can be reduced. Besides, fault location can be determined more correctly.

Keywords : fault location estimation, fault detection, AC feeding system, the distribution ratio of catenary current

초 록 AT 방식의 교류 급전시스템에서는 고장점 표정하기 위해 리액턴스 방식과 AT흡상전류비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 표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의 이러한 단점을 해

결하기 위해 전차선 전류 분류비를 이용하여 고장점을 표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은 기존에 전차선에 연결되어 있는 보호계전기를 사용하여 각 전차선의 전류를 측정하고 취합하여, 그 비

(ratio)를 이용하여 고장지점을 표정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기법보다 더 정확한 고장점을 표정할 수 있으며, 기

존의 설치되어있는 계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설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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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의 구성 및 기능

교류급전 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전소(Substation, SS)

사이에 한 개나 두 개의 병렬급전구분소(Parallel post, PP)

또는 보조급전구분소(Sub-sectioning Post, SSP)와 하나의 급

전구분소(Sectioning post, SP)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마

다 단권변압기 AT(Auto transformer)가 설치 되어 있다. 또

한 각 부분마다 급전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가 설치되

어 있어, 전차선 및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실시간으로 감

시하고 있다.

기존의 AT흡상전류비 방식은 Fig. 1과 같이 각 AT중성점

에서 전류를 측정하고 그 전류비로 고장지점 을 표정한다.

(1)

(2)

X : 변전소로부터 고장점의 거리

Ln: 변전소로부터 n번째 AT의 거리

D: ATn으로부터 고장점까지의 거리

하지만 AT 중성점에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성점에

별도의 측정 장치와 통신 장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추

가적인 비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타선흡상현상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전류비와 고장지점의 관계가 비선형적

이어서 표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3,4].

보다 정확하고 경제적인 고장점 표정을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은 고장 지점 양단의 전

차선 전류를 측정하고 그 분류비로 고장 지점을 표정하는 기

법이다. 이 방식은 급전계통보호를 위해 전차선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보호계전기를 활용하고, 붓싱형 계기용 변류기

설치 등 일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

추가설비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고장

지점에 따라 전차선 전류 분류비가 선형적으로 비례 증가하

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고장점을 표정할 수 있다. 

전차선이 레일로 단락되는 사고 시, Fig. 2와 같이 사고 지

점에 인접한 양 측으로부터 두 개의 Loop가 형성된다. 이

때 양단에 흐르는 전차선 전류는 모든 계전기에서 취득되는

전류량을 취합하여 측정할 수 있고, 고장 지점 양측의 전류

의 비를 이용하여 고장점을 표정할 수 있다. AT와 AT 사이

의 한 구간 안에서 전차선 전류 분류비의 크기는 변전소 근

방의 AT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장지점이 멀어질수록 비례

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Fig. 3은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며, 해당 고장점

표정시스템은 고속선에서 적용 중인 병렬급전 구분소 방식

에 적용하였다. 계통에서 단락되는 전차선을 통해 흐르는 총

전류는 Ifault1과 Ifault2의 합인Iat + Ibt + Ict + Idt + Iaf

+ Ibf + Icf + Idf 이고, 변전소에서 PP1까지의 거리를 D1,

변전소에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d1라고 한다면 두 거리의

비는 총 사고전류와 고장지점 우측 전류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 

(3)

또한 PP1과 PP2사이의 거리를 D2라하고, 그 사이의 고장지

점을 d2라 하면,

(4)

그리고 PP2와 SP사이의 거리를 D3이라 하고, 그 사이의 고

장지점을 d3라 하면,

(5)

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하행선에서 구간 마다 고장 시에

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차선 전류 분류비를 계산 하여 고장

지점을 표정할 수 있다.

여기서,

Iat1, Iat2 : 상행, 하행선 SS의 AT에서 전차선으로 흐르는 전류

Ibt1, Ibt2 : 상행, 하행선 PP1의 AT에서 전차선으로 흐르는 전류

Ict1, Ict2 : 상행, 하행선 PP2의 AT에서 전차선으로 흐르는 전류

Iaf1, Iaf2 : 상행, 하행선 SS의 AT에서 급전선으로 흐르는 전류

Ibf1, Ibf2 : 상행, 하행선 PP1의 AT에서 급전선으로 흐르는 전류

Icf1, Icf2 : 상행, 하행선 PP2의 AT에서 급전선으로 흐르는 전류

Icf1, Icf2 : 상행, 하행선 SP의 AT에서 급전선으로 흐르는 전류

2.2 고장점 표정 알고리즘 정정

실제적으로 전차선 전류 분류비와 고장지점과의 비례관계

를 식으로 결정하기 위해,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용 차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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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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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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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흡상전류비 방식

Fig. 2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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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사용하여 두 개의 AT 사이의 두 지점에서 차량 전류

를 측정하고, 그 때 차량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차선 양단의

전류를 측정하여 분류비에 따른 고장지점을 결정할 수 있다.

고장지점과 전차선 전류 분류비가 선형적으로 비례하므로 AT

사이의 두 지점의 위치와 두 지점의 전류 분류비는 시험차

량에 흐르는 전류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형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6)

d : 고장점 위치

Iratio : 전류 분류비

d1 : 첫 번째 고장점 위치

d2 : 두 번째 고장점 위치 

Iratio1 : 첫 번째 고장점에 대한 전류 분류비, 

Ifault1' : 변전소에서 첫 번째 고장점으로 흐르는 사고 전류

Ifault2' : SP에서 첫 번째 고장점으로 흐르는 사고 전류

Ifault2 : 두 번째 고장점의 전류 분류비, 

Ifault1'' : 변전소에서 두 번째 고장점으로 흐르는 사고 전류

Ifault2'' : SP에서 두 번째 고장점으로 흐르는 사고 전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구간의 전차선 전류 분류비와 고

장지점에 대해 선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AT 구간

마다 사고거리와 전류 분류비가 완전 일치하지 않고 직선의

시작점과 끝점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표정을 위해서는 각

직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0~1까지의 선형의 직선으로 만드

는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6)을 식(7)로 만들

어야 한다. 

(7)

먼저 기울기를 로 만들어 주기 위해 식(6)의 우변에

을 곱하면,

(8)

그 다음 을 빼면 다음 식(9)로 보정할

수 있다. 

(9)

이러한 방식의 기울기보정으로 모든 구간의 전류 분류비를

0~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전류 분

류비에 따른 사고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

2.3 전차선 전류 분류비 알고리즘의 순서도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의 고장점 표정 알고리즘은 Fig.

4와 같다. 먼저 모든 구간에서 고장전류 분류비와 고장지점

을 식(9)를 이용하여 분류비를 계산하고 입력해 놓는다. 고

장이 발생하면 급전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선에 설치되

어 있는 보호계전기가 동작한다. 보호계전기에 취득된 전류

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전차선 전류가 가장 큰 구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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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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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간으로 판별한다. 그리고 판별된 구간 안에서 고장지

점을 찾기 위해 측정된 전류값을 취합하여 전차선 전류 분

류비를 계산 하고, 이미 정해놓은 그 구간의 분류비와 고장

지점의 직선식을 가지고 사고위치를 결정한다. 

2.4 계통 모델링 및 사고 시뮬레이션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의 선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류

급전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다양한 고장 상황을 모의하여 고

장지점과 전차선 전류 분류비를 확인하였다.

전력공급사업자로부터의 3상 교류 154kV을 수전 받아 스

코트 변압기를 통해 두 개의 단상 교류 55kV전압으로 변환

한다. 55kV의 전압은 AT를 통하여 27.5kV의 전압을 차량

에 공급한다. 먼저 변전소를 모델링하고 변전소와 변전소 사

이에 두 개의 병렬급전 구분소(PP)와 하나의 급전구분소(SP)

를 모델링하였다. 또한 전차선, 급전선, 레일을 하나의 모듈

(Catenay model)로 모델링하여 다양한 고장 상황(전차선-레

일 단락사고, 전차선-급전선 단락사고, 급전선-레일 단락 사

고, AT의 간격이 다를 때의 사고, 사고 전류가 다를 시의 사

고)을 모의하여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의 정확성 및 선형

성을 검증하였다. Fig. 5는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인 PSCAD/

EMTDC를 사용하여 고속선 에서 적용되고 있는 병렬급전

구분소 방식의 AT교류 급전계통을 모델링 한 것이다[5,6].

2.4.1 전차선-레일 단락사고 

제안한 기법과 기존의 방식인 AT흡상전류비 기법 과의 고

장점 표정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차선-레일 단락사

고를 모의하였다. AT의 간격은 10km로 선정하였으며 AT와

다른 AT 사이에 10% (1km)씩 지점 을 변화시키면서 전차

선과 레일의 단락 사고를 발생 시켰다. 

Table 1은 AT흡상전류비 방식으로 사고 지점 양단의 AT

의 중성점에서 전류를 측정하고 그 비를 나타낸 결과값을,

Table 2는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의 고장 전류비를 나타

낸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고장거리에 따라 기울기가 일

정하지 않다. AT 흡상전류비 방식은 상하선 간의 레일의 연

결, 공통접지망 등으로 인한 타선흡상현상으로 인해 고장점

표정오차가 생기고, 그로 인해 고장거리에 따른 AT중성점에

Fig. 4 고장점 표정 알고리즘

Fig. 5 AT 교류 급전계통(복선) 모델링

Table 1 AT흡상전류비 방식의 고장전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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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전류비가 선형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7,8].

이와 비교하여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은 고장거리에 변하

더라도 전류 분류비의 기울기는 같다. 따라서 고장거리에 따

른 전차선 전류 분류비가 선형적임을 알 수 있다. 

Fig. 6은 AT흡상전류비 방식과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

의 선형성을 비교한 것으로, AT 흡상전류비 방식에서는 일

부 구간에서 비선형인데 반해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의 경

우에는 모두 구간에서 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2.4.2 급전선-전차선, 급전선-레일 단락사고

기존의 고장점 표정 방식인 AT흡상전류비 방식 으로는 급

전선-전차선 단락사고 시에는 고장점을 표정 할 수 없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은 급전선-전차선,

급전선-레일 단락사고 시에도 보호계전기에 취득되는 전류

를 비교함으로써 사고 및 고장점을 감지할 수 있다. Fig. 7

과 Fig. 8는 급전선과 전차선 간의 단락 사고와 급전선과 레

일 간의 단락 사고를 나타낸 것이다. 급전선-전차선 단락 사

고 시에는 사고 지점 양단의 전차선 또는 급전선의 전류 분

류 비를 통해 고장지점을 표정할 수 있고, 급전선-레일 단

락 사고 시에는 급전선 양단의 전류 분류비를 계산함 으로

써 고장점을 표정할 수 있다. 

Fig. 9와 Fig. 10는 급전선-전차선간의 단락사고와 급전선

-레일 간의 단락사고 시의 전차선 전류 분류비를 이용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급전선, 전차선, 레일의 임피던스가 모

두 다르기 때문에 직선의 특성 및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났지

만, 두 경우 모두 사고 전류의 분류비가 사고지점에 따라 선

형적으로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4.3 AT 간격이 다를 시의 전차선-레일 단락사고 

실제 교류 급전계통에서 AT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기 때

문에 AT 간격이 각각 다를 때의 사고를 모의하기 위해 AT

의 간격을 전철변전소(SS)와 병렬급전구분소 (PP1)의 간격

을 8km 하고 병렬급전구분소(PP1)와 병렬 급전구분소(PP2)

의 간격을 12km, 병렬급전구분소(PP2) 와 급전구분소(SP)의

Table 2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의 고장전류비

Fig. 6 AT흡상전류비 방식과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의 비교 

Fig. 7 급전선-전차선 사고

Fig. 8 급전선-레일 사고

Fig. 9 급전선-전차선 사고 시 전류 분류비

Fig. 10 급전선-레일 사고 시 전류 분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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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10km로 모든 AT의 간격을 다르게 하여 전차선-레

일 단락 사고를 시뮬레이션 했다. Table 3과 Fig. 11은 AT

간격이 다를 때의 전차선 전류 분류비를 나타낸다. 그 결과,

AT의 간격이 다르더라도 AT와 AT 구간 안에는 고장지점과

전류 분류비의 관계가 선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4.4 사고 저항의 크기가 다를 시의 전차선-레일 단락

사고 

사고 시에 사고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류 분류비의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저항을 0.001, 10, 100 [Ω]으로 변

화시켜가며 동일한 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Table 4는 사고전류가 다를 때의 전류 분류비를 나타낸다. 사

고전류가 다르더라도 전류 분류비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5 전차선-레일 사고 시 전류 분류비의 기울기 보정

Fig. 12는 전차선-레일 사고의 보정 전 분류비와 식 (9)에

따라 기울기를 보정한 값의 비교를 나타낸다. 구간마다 기

울기와 전류 분류비의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 직선의 기울기

를 보정하여, 0~1까지의 동일한 값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우리나라 철도의 교류 급전방식에서는 고장점 표정을 위

해 리액턴스 방식과 AT 흡상전류비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AT흡상전류비 방식은 정확한 타선흡상현상 등으로 인한 표

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설비 등 추가적인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비용적 문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AT흡상 전류비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기존의 보호 계전기를 활용하여 전차선 전류 분류비를 통

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은 기존의

전차선과 급전선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계전기를 사용하고,

전류 계측을 위한 일부 설비를 보완함으로써 추가 설비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

장거리에 따른 사고전류 분류비가 선형성을 검증하였으며,

또한 상하행선 고장 구분이 가능하고 전차선과 급전선의 단

락 사고, 급전선과 레일의 사고도 구분하여 고장 위치를 결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차선 전류 분류비 방식은 사고 위치, 사고 저항

등에 무관하게 고장점을 정확하게 표정할 수 있어 보다 정

밀한 표정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고 해결에 걸리는

Table 3 AT 간격이 다른 경우의 전차선-레일 단락사고 전류

분류비

Fig. 11 AT 간격이 다른 경우의 전차선-레일 단락사고 전류 분

류비

Table 4 사고 전류가 다를 때의 전류 분류비

Fig. 12 기울기 보정 전, 보정 후 분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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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통의 차단 범위도 최

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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