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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차륜시스템에서의 지락보호를 위한 
급전선로 절연과 부극전위와의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Influence Between the Power Feeding Line Insulation and Negative Rail 
Potential for the DC Ground Fault Protection in the Rubber Wheel System 

정 호 성†․신 승 권*․김 형 철*․박  *․조 상 훈** 

(Hosung Jung․Seongkuen Shin․Hyungchul Kim․Young Park․Sanghoon Cho)

Abstract  - We have analyzed influence of potential rise in negative bus, which caused by decrease of power feeding 

line insulation, upon protecting method of DC ground protection device which detecting potential rise between negative 

bus and ground in order to detect ground fault in the rubber wheel system. For this purpose, we proposed negative 

potential equation between negative bus and ground and calculated negative potential according to system condition 

changes by estimating power feeding line insulation changes in steel wheel system and rubber wheel system, and 

equalizing DC power feeding system when ground fault occurred. Also, in order to estimate negative potential of real 

system, we modeled the rubber wheel system, and simulated normal status, grounding fault occurrence and power 

feeding line insulation changes. In normal status, negative potential did not rise significantly regardless of vehicle 

operation. When ground fault occurred, negative potential rose up over 300V regardless of fault resistance. However, we 

also observed that negative potential rose when power feeding line insulation dropped down under 1MΩ. In conclusion, 

our result shows that in case of rubber wheel system unlike steel wheel system, relay will be prevented maloperation 

and insulation status observation can be ensured when ground over voltage relay will be set 200V ～ 3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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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철도 직류 시스템은 차륜의 방식에 따라 크게 철

제차륜시스템과 고무차륜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철제

차륜시스템은 지하철과 같이 가공 차선로로부터 력을 

공  받아 일을 귀환회로를 사용하고 있는 량 철과 3

궤조 차선으로부터 력을 공  받아 일을 귀환회로로 

사용하는 철제차륜 경량 철 등이 있다. 고무차륜시스템은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경량 철, 자기부상철도, 모노 일 등 

일을 귀환회로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귀환도체를 설치

하여 귀환회로로 사용하고 있다.

철제차륜시스템에서는 지락고장  일의 상승으로 

인한 인체  설비의 피해를 방지하기 해 일과 지간

의  상승을 감지하는 압형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 고무차륜시스템에서도 지락고장 검출을 해 부극 차

선과 지간의  상승을 감지하는 압형 보호방식을 

용하고 있으나 철제차륜시스템과 달리 3궤조 차선의 연 

상태에 따라 부극 차선과 지간의 일정 크기의 차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제차륜시스템에서의 유사한 크기로 보호

값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고

무차륜시스템의 경우 부극 차선과 차량이 기 으로 분

리되어 있으며, 차량기지  승강장에서는 차량 차체를 지

하고 있어 고무차륜시스템의 지락 보호를 한 설정값은 부

극의 상승 범 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무차륜시스템의 지락 보호를 

해 3궤조 차선로의 연성능의 변화  지락고장 발생에 

따른 부극과 지간의  변화를 검토하 다. 이를 해 

직류 시스템에 한 연성능 변화  지락고장 발생에 

따른 부극과 지간의 상승 조건을 분석하 으며, 실제 

운  인 고무차륜시스템을 모델링하여 차량의 운행조건, 

지락고장  차선의 연성능 변화에 따른 부극과 지간

의 상승을 평가하 다.

2. 직류 시스템에서의 지락보호시스템

직류 시스템은 일  부극 차선을 지와 연시

키는 시스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락고장 발생시 부극과 

지간의  상승이 발생하며, 이러한  크기에 따라 

고장을 검출하는 압형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 

운행되고 있는 직류 시스템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지

락고장 검출을 해 변 소의 부극 모선과 지( 지)측 사

이에 압형 보호계 기인 64P계 기를 설치하여 부극과 

지간의  상승을 측정하며, 측정된 의 크기가 64P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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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설정한 설정값보다 크며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

우에 지락고장으로 별하여 고장을 검출하는 방식이다[3,4]. 

그림 1은 지락고장 발생시 일반 인 회로구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원 압이며, 는 지락고장 검출을 한 부

극과 지간의 부극 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64P계

기의 내부 항으로 체 으로 1MΩ이며,  와 는 

64P계 기와 지지물의 지 항으로 10Ω이내이며, 는 고

장 항으로 체 으로 0～2,000Ω정도이다. 

 

그림 1 직류 시스템에서의 지락고장시 회로구성

Fig. 1 Circuit Configuration of ground fault on DC power 

feeding system

일반 으로 64P계 기의 내부 항이 지 항에 비해 상

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지 항인  를 무시하면 

64P계 기에 나타나는 부극과 지간의 압은 식 (1)과 같

으며, 식 (1)에 의해 나타나는 부극 압 크기가 설정된 값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에 고장을 검출한다. 철제차륜시스템

의 경우 일을 지와 연시키고 있지만 애자를 통해 

연된 차선에 비해 일의 연정도가 상 으로 낮으며, 

차량 운행에 의해 일 가 상승하고 이로 인한 인체  

설비의 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운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체 으로 100V내외로 정정한다[5,6]. 

 



 ∙
  

 

 ∙

                 (1)

이에 반해 고무차륜시스템은 소음이나 승차감 개선 등을 

해 기존의 철제차륜시스템과 달리 차량의 차륜을 철제가 

아닌 고무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 귀환회로 구성시 일을 

활용할 수 없어 별도의 귀환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고무차륜시스템에서는 철제차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정극 

차선과 동일한 방식의 3궤조 방식의 정극 차선으로 

력을 공 받으며, 귀환회로를 해 정극 차선과 동일한 규

격의 별도의 부극 차선을 귀환회로로 설치하여 사용하며, 

일반 으로 정극 차선과 부극 차선은 동일한 사양의 애

자를 통해 지와 연하고 있다[7,8]. 고무차륜시스템에서의 

경우에도 3궤조 차선로  차량내부의 연열화  지락

사고를 검출하기 하여 부극과 지간의 압형 계 기를 

설치하여 고장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하지만 

고무차륜시스템의 경우 철제차륜시스템에 비해 부극의 연

정도가 상 으로 높으며, 한 승강장  차량기지의 경우

에 차량 차체에 유도되는 압의 방  등을 해 차체를 

지시키는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이러한 고무차륜시스템

에서의 부극 차선의  상승의 요인으로는 실질 인 

차선로  차량의 지락사고 뿐만 아니라 차선로의 연성

능 하가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1은 지락보호를 해 설

치한 압형 계 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상승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   상승과 지속성에 따라 지락 고

장  연 성능 하 등을 구분할 수 있다. 본선에서의 

차선 연불량의 경우에는 부극과 지간의 차가 발생

하고 지속성이 있어 차량의 운  유무와 상 없이 정상 조

건에서도 지락 과 압 계 기의 오동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구 분 지락 과 압 발생조건 차 지속성

변 소

교류계통 성  

상승
○ △

정류기반  직류차단기 

모선 연불량
○ X

본선

이블 속단자함 

연불량
○ △

이블 연불량 ○ X

차선 연불량 ○ ○

차량 연 불량 ○ △

표   1  지락 과 압 발생조건

Table 1 Condition of ground over voltage generation

3. 연특성  지락고장에 따른 부극  분석

직류 시스템 차선  일( 는 부극 차선)의 연 

특성 변화와 지락고장에 따른 부극의 상승의 향을 검

토하기 해 그림 2과 같이 직류 시스템을 모델링하 다.  

그림 2 직류 시스템의 기회로  설 류 흐름

Fig. 2 Electric circuit on DC power feeding system and 

leakage curre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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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시스템은 정극 차선과 일( 는 부극 차선)

과 이를 지와 연하기 한 애자 는 연물로 구성된 

연속된 기회로와, 지락고장 검출을 한 압계 기인 

64P계 기의 내부 항이 일( 는 부극 차선)과 병렬로 

구성된 회로로 등가화하며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에서 

는 원 압이며, 는 지락고장 검출을 한 부극과 지

간의 를 나타내며, 는 압형 계 기의 내부 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와  는 차선과 일( 는 부

극 차선)의 항이며, 와  는 차선과 일( 는 부

극 차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의 연 항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 으로 차선과 일( 는 부극 차선)의 항이 

차선  일을 지지하는 애자 등의 연체 항에 비해 매

우 작기 때문에 식 (2)과 같이 직류 시스템은 차선과 

일( 는 부극 차선)의 연물 항의 병렬 형태로 구성

되며, 식 (3)과 같이 병렬 항을 등가화하면 그림 3(a)과 같

은 차선과 일( 는 부극 차선)의 연물 임피던스와 

64P계 기의 내부 항으로 구성된 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 

한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림 3(b)과 같이 정극 

차선의 연 항과 지락고장 발생시 나타나는 고장 항의 

병렬 항 형태로 나타난다.   

 ≪

 ≪

→ 

 ≒ 

 ≒ 

 (2)

 









⋯





 









⋯




 (3)

          

(a) 정상상태

(a) normal condition
(b) 지락고장상태

(b) ground fault condition

그림 3 직류 시스템 등가 기회로

Fig. 3 Equivalent Electric circuit on DC power feeding 

system

그림 3(a)에서와 같이 정상상태의 경우 부극에 발생하는 

는 정극 차선의 연 항의 크기와 일( 는 부극 

차선)의 연 항과 64P계 기의 내부 항의 병렬 항의 

크기 비에 따라 결정 난다. 따라서 직류 계통의 등가회

로에 나타나는 부극과 지간의 는 식(4)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한 지락고장상태의 경우에는 그림 3(b)에서와 

같이 부극은 정상상태와 동일하지만 정극 부분은 정극 차

선의 연 항과 고장 항의 병렬로 나타낼 수 있으나 일반

으로 고장 항의 크기가 상 으로 차선 연 항에 

비해 매우 작아 식(5)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식(4)과 식(5)

에서 알 수 있듯이 부극에 나타나는 압은 지락고장을 검

출하기 한 64P계 기의 내부 항과 정극 차선과 일

( 는 부극 차선)의 연 항에 따라 나타난다.

 



 ∙


 

 ∙

                        (4)

 



 ∙


∙

 

 ∙







 ∙


 

 ∙



               (5)

3.1 철제차륜시스템

철제차륜시스템의 경우 정상상태에서의 정극 차선은 높

은 항을 갖는 애자로 지와 연되어 있는 반면에 부극

회로인 일은 상 으로 낮은 연 항 값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정상상태에서의 부극과 지간의 압은 식(6)과 

같이 등가화 할 수 있으며, 정극 차선의 연 항의 값의 

크기에 따라 부극 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 정상상태 조건 :  ≫   

 



 ∙


 

 ∙

≃


             (6)

 

표 2는 계통의 연 항 크기 변화에 따른 부극과 

지사이의 상승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원 압은 직

류 750V이며, 64P계 기의 내부 항은 1MΩ의 하 으며, 정

극 차선의 연 항 변화는 1,000MΩ～10KΩ이며, 일의 

연 항 변화는 1MΩ～1KΩ으로 변화시켰다. 차선의 

연 항의 크기가 10MΩ이상인 경우에는 부극의 연 항 변

화에 크게 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극의 

연 항이 심하게 하되는 1MΩ～10KΩ 경우에는 부극의 

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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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V]

   
  

1,000

MΩ

100

MΩ

10

MΩ

1

MΩ

100

KΩ

10

KΩ

1

MΩ
0.37 3.73 35.71  250.00  625.00  735.29 

100

KΩ
0.07  0.68 6.76 62.50 357.14 675.68  

10

KΩ
0.01  0.07 0.74 7.35 67.57 373.13  

1

KΩ
0.00  0.01 0.07 0.75 7.42 68.12  

표  2 철제차륜시스템에서의 부극  

Table 2 Negative Potential of the steel wheel system

3.2 고무차륜시스템

고무차륜시스템의 경우 정극 차선과 부극 차선의 

연 애자가 일반 으로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용하고 있으

며 64P계 기의 내부 항에 비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부극과 지간의 압은 식 (7)같이 64P계 기 내부 항과 

정극 차선의 항과의 비에 따라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정상상태 조건 :     ≫

 



 ∙


 

 ∙

≃ 


     (7)

표 3은 시스템의 연 항 크기 변화에 따른 부극과 

지사이의 상승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Unit : V]

   
  

1,000

MΩ

100

MΩ

10

MΩ

1

MΩ

100

KΩ

10

KΩ

1,000

MΩ
0.75 7.42 68.12  374.81  681.76  742.57  

100

MΩ
0.74  7.35 67.57 373.13 681.20 742.50 

10

MΩ
0.68  6.76 62.50 357.14 675.68 741.84 

1

MΩ
0.37  3.73 35.71 250.00 625.00 735.29 

100

KΩ
0.07  0.68 6.76 62.50 357.14 675.68 

10

KΩ
0.01  0.07 0.74 7.35 67.57 373.13 

표   3  고무차륜시스템에서의 부극  

Table 3 Negative Potential of the rubber wheel system

원 압은 직류 750V이며, 64P계 기의 내부 항은 

1MΩ의 하 으며, 정극 차선  부극 차선의 연 항 

변화는 1,000MΩ～10KΩ으로 변화시켰다. 아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 항의 크기가 10MΩ정도부터 부극의 가 

상승하기 시작하며, 1MΩ이하로 하되는 경우에는 부극과 

지간의 가 크게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3.3 지락고장

직류 시스템의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극의 연 항과 64P계 기의 내부 항

과 고장 항의 크기에 따라 향을 받는다. 표 4는 지락고

장 발생시 고장 항의 크기에 따라 부극과 지사이의 

상승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원 압은 직류 750V이며, 

64P계 기의 내부 항은 1MΩ, 정극 차선의 연 항은 

10MΩ의 하 으며, 부극 차선의 연 항 변화는 1,000M

Ω～1KΩ으로 변화시켰으며, 고장 항은 0.1Ω～1KΩ으로 변

화시켰다. 아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장 항의 크기에 

크게 향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Unit : V]

   
  

0.1Ω 1Ω 10Ω 100Ω 1KΩ

1,000MΩ 750.00 750.00  749.99  749.92  749.25  

100MΩ 750.00  750.00 749.99 749.92 749.24 

10MΩ 750.00  750.00 749.99 749.92 749.18 

1MΩ 750.00  750.00 749.99 749.85 748.50 

100KΩ 750.00  749.99 749.92 749.18 741.84 

10KΩ 749.99  749.92 749.24 742.50 681.20 

1KΩ 749.92 749.25 742.57 681.76 374.81 

표   4  지락고장시의 부극  

Table 4 Negative Potential on the ground fault 

4.  시뮬 이션을 통한 연상태에 따른 부극 압의    

   향 분석

고무차륜시스템에서 차선의 연상태 변화와 지락고장 

발생시 부극과 지간의  상승을 비교하기 해 력해

석 로그램인 PSCAD/EMTDC를 활용하여 그림 4와 같이 

고무차륜시스템을 모델링하 다. 변 소는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력 압이 750V이다. 변 소간 간격은 4km이며, 

차량은 양쪽 변 소로부터 력을 공 받으며, 최  1,000A 

정도로 류가 흐르도록 하 다. 한 정극 차선과 부극 

차선의 항(R_feeder)은 0.0203Ω/km이며, 지와의 연

항은 2MΩ를 기 으로 하여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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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델계통

Fig. 4 Model system

부하 류 변화에 따른 부극 (R_negative)  차량 압

(Etrain)의 크기 변화를 보기 하여 그림 4의 차량(R_train)

에 흐르는 류의 크기가 0A～1,000A까지 흐르도록 시뮬

이션 하 으며, 지락고장 발생시의 고장 항 크기에 따른 부

극 의 크기 변화를 보기 하여 차량 부근에 치하는 

정극 차선의 연 항(R_p)의 크기를 0.1Ω～10KΩ으로 시

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 연 항 변화에 따른 부극

의 크기 변화를 보기 해서 정극 차선의 연 항  

부극 차선의 연 항(R_n)의 등가 항의 크기를 10M

Ω～10KΩ의 변경시키면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5는 차선과 지의 연 항이 2M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차량의 운 류 변화에 따른 부극과 지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차량의 부하 류가 커짐에 따

라 선로 손실로 인한 압강하가 발생하여 차량 압이 하

되고 있으나 부극과 지간의 압은 121V～125V정도로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선로의 연 상

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차량 부하 류가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부하 류에 따른 부극 압  차량 압 

Fig. 5 Negative potential and vehicle voltage to load current

그림 6은 차선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고장 항 크

기에 따른 부극과 지 간에 발생한 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고장 발생지 은 양 변 소의 간지 이며 고장

항은 0.1Ω～10KΩ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고장이 발

생하기 인 정상상태(normal)에서는 부극과 지간의 압

이 121.7V이 으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624.9V～610.3V

로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

락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 항의 크기에 상 없이 

600V이상의  상승이 발생하 으며, 지락고장시 발생하

는 아크 압이 300V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300V이상의 

 상승값을 통해 지락고장을 검출할 수 있다.

 

그림 6 지락고장 항 크기에 따른 부극 압 

Fig. 6 Negative potentials to ground fault resistance

그림 7은 정극 차선  부극 차선의 연 상태 변화

에 따른 부극과 지간의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

서 제시한 모델계통에서의 연 항을 10MΩ, 5MΩ, 2MΩ, 

1MΩ, 500KΩ, 100KΩ, 10KΩ로 변화시켰다. 연 항의 크기

가 1MΩ으로 하되는 경우에는 부극과 지간의  상승

이 격하게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0KΩ이하인 

경우에는 부극과 일간의 압이 표 3의 결과와 유사하게 

공 압의 1/2 크기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

극 차선  부극 차선의 연 상태 변화가 부극과 지

간의  상승에 크게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차선 연 항 크기에 따른 부극 압 

Fig. 7 Negative potential to insulation resistance of the third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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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무차륜시스템에서는 정극과 

부극 차선의 연이 하되면 부극과 지간의 가 상

당히 높은 값으로 상승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지락보호를 

해 기존의 철제차륜시스템과 동일하게 지락 과 압 계 기

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연 하로 인한 계 기의 

오동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고무차륜시스템에서는 

일정 이하의 연 하를 고려하여 지락 과 압계 기의 동작 

압을 높게 정정해야 한다.  시뮬 이션 모델의 경우 연

항이 1MΩ 정도 이하로 하되는 것을 고려하여 략 

200V ～ 300V 수 으로 정정하면, 지락고장 발생시 지락고

장을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한  상승이 지속 으로 발생하거나 유지되

는 경우에는 차선의 연 하 등을 측할 수도 있다. 다

만 부극의  상승이 인체의 으로 인한 감  등을 방

지하기 해서는 차량이 승강장  차량기지 등 인체의 

이 상되는 곳에서는 강제로 차량 차체를 지시스템과 연

결하도록 하는 지시스템을 반드시 용해야 한다.

5. 결  론

본 논문은 고무차륜시스템에서 지락고장 검출을 해 부

극과 지간의 상승을 감지하는 직류 과 압계 기의  

오동작 방지  효과 인 운 을 해 부극과 지간의 

상승 요건  특성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철제차륜시

스템과 고무차륜시스템에서 차선의 연상태 변화  지

락고장 발생시의 직류 계통을 등가화하여 부극과 지

간의 상승 산출식을 제시하고 계통 조건변화에 따른 부

극  상승값을 산출하 다. 한 실계통에서의 부극과 

지간의  상승을 평가하기 해 고무차륜시스템을 모델

링하 으며, 정상조건, 지락고장 발생조건  차선 연상

태 변화 조건에 따른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정상조건에

서는 차량운행 여부에 무 하게 부극과 지간의 상승

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락고장 발생시에는 고장 항

의 크기에 무 하게 300V 이상의  상승이 발생하 다. 

하지만 차선의 연 상태가 1MΩ 이하로 하되는 경우에

는 부극과 지간의 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고무차륜시스템의 경우에는 철제차륜시스템과는 달리 

200V ～ 300V 수 으로 지락 과 압계 기를 정정해야 계

기의 오동작 방지뿐만 아니라 차선의 연 상태도 감시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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