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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 set the current non-urban rail power failure of equipment to operate the railway will generate a lot of 
problems. I know in advance the ideal of power equipment to prevent the failure to derive an efficient 
replacement cycle for the power equipment monitoring and diagnosis of the condition can become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In order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 power plant during operation and behavior of the 
partial discharge current state data, regular monitoring and inspection requirements also stamp the basic 
current, voltage, temperature and humidity should be identified.

1. 서 론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시철도의 전력설비는 25년에서 30년이상으로 설비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 과학적인 기법을 통한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설비의 수명을 예측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도
시철도 전력설비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전력설비의 이상을 사전에 파악
하여 장애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교체주기를 도출하기 위한 전력설비의 상태를 감시․진단할수 있는 시스
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력설비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전중에 발생되는 부분방전 및 동
작전류 상태 데이터를 상시감시하고 또한 기본적인 점검요소인 전류, 전압, 온도, 습도를 파악하여야 한
다.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서 전력설비의 현재 상태를 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도시철도 전력설비 상태진단 시스템은 도시철도 및 소용량 전력설비의 유지관리와 진단 및 상태 감
시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 설계 부분에서는 보다 안정적이며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유사 기능의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전자파 센서의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설계 및 제작이 완료되었다 이 완료된  통합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현장시험을 위하여 현장에 적용가능한 구현 방안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2. 본 론
  2.1 도시철도 전력설비 온라인 상태 감시진단 시스템의 구성

도시철도 전력설비의 상태 감시진단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크게 이상검출장치와 데이터 취득장치의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이상검출장치는 각 전력설비에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센서를 설치하여 
대상 전력설비의 상태 값을 측정하고 센서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변환, 분석하는 하드웨어 장치 부분이
며, 본 연구과제에서 이상검출장치는 센서와 측정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센서는 각각 도시철도 전력설비 상태 이상검출장치 부분장전 이상검출장치 센서로 분류된다. 전력설
비 상태 이상검출장치는 전력설비의 전압, 전류, 온도, 습도의 기본상태를 측정하여 전력설비의 이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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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검출하는 장치이고,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는 각 전력설비에서 발생되는 부분방전 발생으로부터 
수반되는 신호를 검출, 분석하여 전력설비 절연상태의 이상을 판정하는 장치이다. 본 연구과제에서 적용
되는 센서는 정류기 부분방전 신호를 검출하는 SHF 센서를 제외하고 모두 기성품을 사용하고 있다.

각 센서의 선정은 국내 전력설비 연구기관의 상태감시 및 예방진단 분야 전문기관(한국전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과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 졌다.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종류별 장치와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를 다음에 나타내었다. 

도표 1. 도시철도 전력설비 온라인 수명예측 시스템 구성장치
장 치 목 적 센 서

전력설비 상태이상검출 장치 대상 전력설비의 전압, 전류, 
온도, 습도 측정

CT 센서, 적외선 온도센서, 
외기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변압기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 변압기 부분방전 신호 검출 세라믹 커플링 센서(접촉식)
차단기, 정류기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
차단기, 정류기 부분방전 

신호 검출 SHF 센서(비접촉식

차단기 동작전류 이상검출장치 차단기 동작상태 이상 검출 CT 센서

데이터 취득 장치 이상검출장치로부터 데이터 
전송, 분석 -

그림1. 도시철도 전력설비 온라인 수명예측 시스템 구성도

도시철도 전력설비의 상태 감시진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SMU(Signal Merging Unit)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OPC서버를 통하여 DB(Data Base)에 저장되고, 저장되어진 데이터는 HMI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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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때 OPC서버는 표준 규약에 따라 개발되며 전력
설비에 따른 측정 장치별로 각각 개발후 서버에 구성된 각 DB(Data Base) 테이블에 저장되게 된다.

  2.2 현장시스템 구성
   2.2.1 현장설치 구성도

도시철도 전력설비 중 변압기, AC차단기, DC차단기, 정류기의 상태를 온라인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전력설비(변압기, 차단기 및 정류기)의 이상 발생시 수반되는 부분방전 및 동작전류를 검출코자 운전중
인 전력설비의 「도시철도 전력설비 온라인 수명예측 통합시스템」을 현장설치하여 전력설비의 이상유
무를 감시․진단코자 한다.

도시철도 전력설비 온라인 수명예측 통합시스템은 각 전력설비별로 전력설비의 상태를 감시하는 센
서로 부터 올라오는 신호를 검출하는 이상검출장치(변압기, 정류기, 차단기, 기본상태 검출장치)와 데이
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취득장치와 전력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운영
서버(PC)로 구성되며 기 설치된 변압기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는 계속 현재 설치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추가로 정류기와 차단기 이상검출장치를 설치하여 통합시스템을 현장에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2. 도시철도 전력설비 온라인 수명예측 시스템 현장시스템 구성도

   2.2.2 변압기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 현장 구성
세라믹 커플링 센서를 이용한 몰드변압기 온라인 부분방전 진단장비로서 몰드변압기 1대의 1차측 3

상과 2차측 3상을 측정하여 운전중에 발생하는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장비로서 변압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세라믹 커플링 센서로부터 신호선(RG316 케이블) 길이가 10M 이내의 거
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세라믹 커플링 센서는 몰드 변압기에 취부하는 방법은 세라믹 커플링 센서를 몰드 변압기의 동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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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홀을 뚫어 직접 취부하는 방식과 전선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취부하는 방식 2가지가 있으나 간접적 
취부방식(ㄱ자형 부스제작하여 1차측 케이블 접속부에 간접 취부)을 사용. 대상 몰드 변압기에서 센서
를 통해 들어오는 서지로부터의 보호가 주 목적. 만약 서지가 유입될 시 중간에서 하드웨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몰드변압기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 측 신호선 케이블을 맨손으로 
접촉하더라도 서지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는 장치임. 몰드 변압기 근처에 센서 연결된 신호선을 3상을 각
각 순서대로 연결하고 반대편에 같은 상을 연결. Ground 접지를 외부 접지에 연결하여 공통 접지가 되
도록 함.

그림3. 변압기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 현장 구성도

   2.2.3 변압기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 현장 구성
 차단기의 동작상태 및 동작특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CT(전류 검출)를 이용 차단기 동작(투입, 차단)

코일에 유기되는 전류, 동작시 코일의 전류를 감시하여 보호접점의 변화 및 BCT의 2차측 전류의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차단기 동작전류 이상검출장치가 검출하고자 하는 주요 부분은 기계적 접점 
메커니즘의 이상 유무와 점점의 열화정도로 기계적 접점 메커니즘은 접점의 투 ․ 개방 변화를 위해 인가
되는 DC 제어전류와 보조접점의 시간간극을 이용하여 검출한다. 

•전원연결 : 2 단자
 0~125V (AC 220V, DC 125V 겸용)
•DI 연결 : 5 단자 (DC 125V)
 DCOM(DC GND), TRIP INIT, CLOSE INIT
 A CONTACT, B CONTACT

•AI 연결 : 5단자 (4~20mA)
 TRIP +/-, CLOSE +/-
 A(K)/(L), B(K)/(L), C(K)/(L)
•접지 연결 : 1단자
 FG

차단기 트립 및 투입시 발생하는 동작전류와 투 ․ 개방 속도의 변화를 식별하기위하여 차단기 트립 
및 투입코일에서 나오는 제어선에 CT를 연결하여 차단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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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상태를 진단한다.

그림4. 차단기 동작전류 이상검출장치 현장 구성도

   2.2.4 정류기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 현장 구성
정류기 이상검출 장치는 존 UHF 대역에 달하는 1.5GHz 대역 까지를 사용하여 전자파 신호 검출을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개발 장치에서는 더욱 감도 높은 부분방전 신호의 검출을 위해 주파수 대역을 
SHF 대역까지 확장한 광대역(500MHz～2.6GHz) 측정 센서 사용되는 SHF(Super High Frequecy)센서
를 이용하여 정류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신호를 검출하는 장비로 도시철도 변전소 무선환경(정류기)
을 조사, 분석하여 기존 UHF (Ultra High  Frequecy) 대역에서 노이즈 신호가 발생하여 더 높은 주파
수 대역을 가지는SHF(Super High Frequecy)센서를 이용하여 정류기 운전중 발생하는 부분방전 데이터
를 취득하기 용이한 정류기 내부 벽면 및 바닥에 설치하여 정류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방전 신호를 검출
한다.

그림5. 정류기 부분방전 이상검출장치 현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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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기타 기본상태 이상검출장치 및 데이터 취득장치 현장 구성
전력설비 상태이상 검출장치는 몰드 변압기, 직류 차단기, 교류 차단기, 정류기의 기본적인 검출요소

인 전압, 전류, 온도, 습도에 대한 데이터를 검출하는 장치로서 온도, 습도는 별도의 센서(적외선 온도계 
및 습도계)를 벽면 및 바닥에 취부하여 데이터를 검출.하고 전류, 전압은 각 전력설비의 입, 출력 단자
에서 나오는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설치된 선로에서 인출하여 시스템에 연결한다.

데이터 취득장치 전력설비 상태이상 검출장치로부터 전압, 전류, 온도, 습도 데이터를 측정하여 상위 
시스템인 운영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이며 모니터링 및 진단소프트웨어를 가지는 운영서버 PC
는 현장 설치되는 분석용 서버(랙 포함) 또는 운영자가 원하는 장소에 있는 PC에 진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 PC 사양은 최소 펜티엄 4이상 급으로 RAM 1GB 이상이어야 하며, 시스템은 Window 
XP Service Pack 2 이상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전력설비의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최종 테스트를 통하여 전원부의 입력 및 출력 전압을 체크하고 랙 전원부 와 메쉬
접지간 절연상태 및 누설 전류 및 전압을 확인하고 전원부를 ON 하여 테스터기로 전압을 측정해가며 
차례대로 시스템을 구동하여 CPU등 실장된 카드의 동작 상태가 정상인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타 
통신상태 및 센서의 데이터값 수신여부, 취득값과 실질값의 일치여부 등을 판단하여 장기간에 걸핀 현
장시험을 실시한다.

  3. 결  론
다년도의 연구수행을 통하여 도시철도에서 현재 운영중인 전력설비중 주요설비인 변압기, 정류기, 

AC차단기, DC차단기의 내부 부분방전 및 동작전류 신호상태를 확인하고 설비의 상태를 진단, 감시, 분
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작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기능을 보안하기 위한 현장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논문에서
는 현장시험을 현장 통합시스템의 설치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전력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방전이나 동작전류 변화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데이터 조사 및 분석을 위해 장기
간 시험을 진행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시험을 통해 통합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을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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