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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류 전기철도 급전계통 보호용 과전류 계전기 모델링 및 

과부하 보호 협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vercurrent Relay Modeling and Protective Coordination for Overload 

in Domestic AC Electrical Railw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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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modeling of overcurrent relay(OCR) to protect domestic AC electric railway Auto Transformer(AT) 

feeding system and oper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on overload condition are described. The target system of this paper is 

actual site where overload trip of circuit breaker occurs frequently. Because this AT feeding system is made of parallel single 

track which had a load(electric train) respectively, and is connected with only T phase of Scott Transformer. In addition, this 

system has been feeding 66kV voltage by KEPCO, not 154kV. We focus on protective coordination of Scott Transformer 

primary side and secondary side OCR for Korea single track AC electrical railway system in operation currently. We modeled 

single track AT feeding system and OCR. Also we performed faults and overload analysis for verification of OCR's setting 

values and system modeling. To analyze above mentioned research, we used PSCAD/EMTDC softwar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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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교류 전기철도 계통은 산업선을 제외하고는 단권 변압

기(Auto Transformer, AT)를 사용하여 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

하는 AT 급전계통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AT 급전계통 방식은 

직접 급전방식(direct feeding system)과 흡상변압기 급전방식

(booster transformer, BT)보다 장거리 급전과 유도장해 측면에

서 유리하여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 운행 중에 

있다[1, 2]. 국내의 AT 급전방식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식

과 유사하게 66kV 또는 154kV를 받아 스코트 변압기로 전압을 

강압시켜 각각 T상, M상에서 상하행선으로 급전시킨다[3]. 이 급

전전압은 AT(고압과 저압 권선비 2:1)를 통해 강압되어 전차선

로에 인가된다.

국내의 교류 전기철도 계통에서 스코트 변압기 보호용 계전기

로 비율 차동 계전기(87)와 과전류 계전기(50, 51)가 사용된다. 

비율 차동 계전기는 스코트 변압기의 내부고장에 대한 보호를 담

당하고, 스코트 변압기 1차 측과 2차측 과전류 계전기는 과부하

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4]. 여기서 스코트 변압기 1차측 및 2차측 한시 과전류 계전기

(51)는 과부하 보호를 주 보호로 담당하며, 고장 보호를 후비 보

호로 담당한다. 또한 순시 과전류 계전기(50)는 고장 보호만을 주 

보호로 담당하고 있다[1, 2]. 1차측 및 2차측 과전류 계전기는 

서로 간 협조체계를 통해 주 변압기 보호를 하고 있고, 이들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더 큰 고장의 경우에는 수전점 과전류 계전기 

또한 동작하여 변압기의 소손을 방지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실제로 과부하로 

인한 과전류 계전기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A 변전소를 파악

하였다. A 변전소는 낮은 수전단 전압 때문에 2차측 한시 과전류 

계전기 뿐만 아니라 1차측 한시 과전류 계전기 또한 과부하로 

인해 동작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과부하의 원인과 이로 인

한 스코트변압기 2차측 한시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을 시뮬레이션

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과부하 보호

를 위한 1차측 및 2차측 한시 과전류 계전기 정정치와 보정계수

를 제시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장시 및 과부하시 한시 동

작 특성을 전력계통 과도현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PSCAD/ 

EMTDC(Power system Computer Aided Design/ElectroMagnetic 

Transients including DC)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2. AT 급전계통 모델링 및 검증

2.1 교류 AT 급전계통의 구성

국내 교류 전기철도 계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T 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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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장 지점의 전차선 지락 고장 전류

Fig. 3 Trolley Ground fault current of Fault point

방식은 급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을 감소시켜 대전력의 장거리 송

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전기철도 변전소와 각 구분소들 사이의 간

격을 넓게 할 수 있다[1]. 그림 1은 단선 AT 급전계통의 회로도

를 나타낸다.

그림 1 교류 단선 AT 급전계통의 회로도

Fig. 1 Circuit diagram of AC single track AT feeding system

그림 1에서, Sub Station(S/S), Sub Sectioning post(SSP)는 

각각 전기철도 변전소, 보조 급전 구분소를 나타낸다. 각 변전소

와 구분소에는 AT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차선과 급전선에 전압을 

공급한다. 각 AT는 전차선 및 급전선에 연결되며, AT의 중성점

은 레일에 연결된다. 철도차량은 전압을 공급받아 상하행선 구분

에 따라 레일 위를 이동하며, 레일 위를 이동함에 따라 변전소로

부터 차량 위치까지의 임피던스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부하전류

의 크기도 변하게 된다. 실제 계통에는 보호선, 조가선과 같은 도

체들이 분리되어 가선되어 있지만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상기 

3개의 도체군으로 등가화 시켜 해석한다[1, 2]. 

2.2 급전계통 모델링 및 검증

그림 2는 연구대상인 국내 A 변전소의 단선 급전계통을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델링 한 결과를 나타낸다. 스코트 

변압기 T상에 병렬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선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각 구간별로 실제 운행하는 SP와 SSP를 파악

하였다. SS-SSP, SSP-SP 간 거리는 10km로 가정하였고, 연장 

급전을 위해 각 SSP와 SP마다 AT를 연결하였다. 전원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 등은 해당 계통의 실제 수치들

을 참조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1].

그림 2 A변전소의 급전계통 모델링

Fig. 2 Feeding system modeling of A substation

그림 2의 A 변전소는 국내 및 해외 대다수의 교류철도 계통

에서 수전 받는 154kV의 전압에 비해 낮은 전압을 공급받고 있

다[7]. 한국전력공사에서 100MVA 용량의 66kV의 전압을 수전 

받아 스코트 변압기를 거쳐 55kV의 전압을 급전하고 AT를 통하

여 전차선에 27.5kV의 전압을 공급한다. 모델링 계통의 임피던스

가 잘 반영된 것을 검증하기 위해 계통의 고장전류를 분석하여 

수 계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다음 표 1은 고장 종

류에 따른 고장 전류값의 계산을 나타낸다.

표 1 고장 전류값의 수 계산

Table 1 Hand calculation of fault current

구분 수 계산 값

T-F 선간 

단락 고장

 ×
×

  
2선 지락 

고장
상동

전차선 지락 

고장

  × 
×

  

다음 식 (1)은 모델링 검증을 위한 예로 전차선 지락 고장 전

류의 계산식이다.

   ×



×

×
 (1)

 

여기서, 는 고장 전류, 는 전차선 전압, 은 전원 임피던

스, 는 스코트 변압기 자기용량 기준 임피던스, 는 단권 

변압기 임피던스, 은 전차선로 길이, 는 전차선로 임피던

스 값이다. 다음 그림 3은 모델링한 계통의 전차선 지락 고장 전

류 파형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작은 오차가 존재하지만 위의 식 (1)과 같이 수 계산으로 계

산된 값과 유사한 결과 값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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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SCAD/EMTDC를 이용한 과전류 계전기 모델링

Fig. 5 Overcurrent relay modeling using PSCAD/EMTDC

해 66kV 전원에 맞게 환산된 전원 임피던스, 변압기 자기용량 

기준 임피던스, 전차선로 임피던스 값 등이 적절히 모델링 되었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3. 과전류 계전기 모델링

3.1 과전류 계전기 구성

그림 4는 스코트 변압기 1, 2차측 과전류 계전기의 결선도를 

나타낸다[1].

그림 4 A 변전소의 스코트 변압기 과전류 계전기 결선도

Fig. 4 Overcurrent relay wiring diagram of A substation Scott 

transformer

본 논문의 연구배경인 국내 A 변전소의 급전계통은 T상 단독

급전방식으로 M상은 사용하지 않는 단선 계통이다.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전류 계전기 동작을 확인을 위해 스코트 변

압기 T상 1, 2차측 OCR의 동작 특성을 확인하였다. 스코트 변압

기 T상은 1차 측 V상과 연결되므로 V상의 CT로서 1차측 전류를 

측정하고 3상을 일괄하여 정정하는 3상용 과전류 계전기를 적용

하며, 2차 측은 단상용 과전류 계전기를 적용한다[1].

3.2 한시 계전기 모델링

그림 5는 PSCAD/EMTDC를 이용한 스코트 변압기 1, 2차측 

한시 과전류 계전기를 모델링한 결과이다. T상 변압기 1차측 계

전기의 입력전류는 V상에 흐르는 전류이고, 2차측 계전기의 입력

전류는 T상 2차측으로 환산된 전류이다[1]. 입력된 전류가 정정 

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계전기 동작시간 이후에 1차, 2차측 

차단기를 개방시킨다.

AT 급전계통 스코트 변압기 보호용으로 과부하를 담당하는 

계전기는 1차, 2차측 모두 한시 과전류 계전기가 담당한다[4]. 

스코트 변압기 1차 측 한시 보호정정에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의 

제한 조건과 철도 규정에서 정한 변압기 300% 과부하 내량을 만

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과부하 시 전류 레벨에서 조금 더 지

연시간이 긴 초반한시 특성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한국전력

공사의 보호 협조와 관례에 따라 강반한시 특성으로 채택하였고, 

2차 측 계전기는 일반 반한시 특성을 채택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였다[1, 4].

3.3 과전류 계전기 한시 정정

과부하 시 스코트 변압기 보호용으로 1차, 2차측 모두 한시 

과전류 계전기가 주 보호를 담당한다. 1차측 한시 과전류 계전기

는 강반한시 특성을 적용하고, 2차측 한시 과전류 계전기는 일반 

반한시 특성을 적용하였다. 시간 정정을 위한 한시 과전류 계전

기 동작 특성식과 계수는 IEC-60255-151 표준에 추천되고 있는 

동작 시간 계산식을 참조하였다. 다음 식 (2)는 IEC 표준에서 추

천하고 있는 계전기 동작 시간 계산식을 나타낸다[5].

 ×



 


     (2)

여기서, 는 계전기의 동작 시간, 는 계전기에 흐르는 전

류, 는 계전기 정정 전류를 나타내며,  (time multiplier 

setting)는 계전기 정정지침에 설명되어 있는 국내 동작 시간 규

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곱하여 주는 계수 값이다[5]. 표 2

는 본 논문에서 적용한 반한시 정정 계수 값이다.

이 계통은 수전단 전압이 낮아 스코트 변압기 1차, 2차측 간 

전압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류의 차이 또한 크지 않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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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전류 계전기 반한시(inverse) 정정 계수

Table 2 Inverse setting value of overcurrent relay

계수 일반 반한시 강반한시

 0 0

 0.14 13.5

 0.02 1


(time multiplier)

조건 부 계산 조건 부 계산

한 T상이 단독으로 두 선로를 부담하고 있으며, 각 선로에 동시

에 차량이 존재할 시 과부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스코트 

변압기 2차측 뿐만 아니라 1차측의 전류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되

어 양측 모두 한시 계전기의 동작이 발생한다. 실제로 해당 지역

은 이와 같이 과부하로 인한 계전기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전류 계전기 정정치를 계통 상황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 (3)은 1차측 한시 전류 정정 값, 식 (4)는 2차

측 정정 값을 나타낸다.

       


×


××                         (3)

식 (3)에서 은 스코트 변압기 1차측 OCR의 보정계수 값을 

나타내고,

     


××                            (4)

식 (4)에서 는 2차 측 보정계수 값을 나타낸다. 다음 표 3

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보정계수 값이다.

표 3 제안한 보정계수 값

Table 3 modification factor proposed in this paper

보정 계수 값

 



 



이 계통은 앞서 설명한 여러 제한 조건 때문에 과부하 시 흐

르는 전차선 전류의 크기가 국내 다수의 급전계통에 비해 크다. 

또한 스코트 변압기 용량이 작아 고장 전류의 크기는 크지 않다. 

이로 인해 고장 시와 과부하 시 흐르는 전류의 크기 차이가 크

지 않다. 따라서 고장 및 과부하 시를 구분하며 철도시설공단 지

침에도 만족시키는 보정계수 값을 제시하였다[4].

4. PSCAD/EMTDC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검증

4.1 고장 모의 조건

과전류 계전기 모델링과 정정 값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장 기간은 0초부터 3초까지 모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정정 값에 따른 한시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4는 스코트 변압기 2차측 고장 모의 조건을 나타낸다.

표 4 고장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4 Fault simulation conditions

구분 고장 조건 부하 위치

Case 1 T-F 선간 단락 고장 S/S-SSP

Case 2 2선 지락 고장 S/S-SSP

Case 3 전차선 지락 고장 S/S-SSP

시뮬레이션을 위한 차량 임피던스 값은 국내 철도차량 중 

100MVA 급 용량의 차량 임피던스 값을 반영하였다[1]. 그림 6

은 모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6 고장 모의 구성도

Fig. 6 Block diagram for fault simulation

스코트 변압기 T상 2차측에 T-F 선간 단락 고장, 2선 지락 

고장, S/S-SSP 사이에 전차선 지락 고장을 모의하였다. 상기의 

고장 조건에 따라 모델링 된 스코트 변압기 1차, 2차측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7은 Case 1의 대한 결과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7 T-F 선간 단락 고장 시 전차선 전류 (Case 1)

Fig. 7 Trolley current on T-F L to L fault (Case 1)

스코트 변압기 1차측 및 2차측의 전압이 66kV/55kV로 그 차

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차측 선간 단락 고장 시에도 전류 크기

의 차이는 크지 않다. T-F선간 단락 고장 시 한시 과전류 계전

기는 보호 협조를 통해 2차 측한시 계전기가 먼저 동작을 하고 

1차측 한시 계전기가 순차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그림 8의 경우

에는 2차 측한시 계전기가 먼저 동작을 하여 차단기가 개방되어 

전류의 흐름이 차단되는 파형이다. 1차, 2차측 한시 계전기 동작 

시간 정정은 국내 기준에 맞춰 수행하였다[1, 4]. 그림 8은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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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선 지락 고장 시 전차선 전류 (Case 2)

Fig. 9 Trolley current on two line ground fault (Case 2)

그림 10 전차선 지락 고장 시 전차선 전류 (Case 3)

Fig. 10 Trolley current on trolley ground fault (Case 3)

그림 11 전차선 지락 고장 시 계전기 트립 신호 (Case 3)

Fig. 11 Trip signal on Trolley line ground fault (Case 3)

표 5 고장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5 Fault simulation results

구분 고장 조건 부하 위치
계전기 동작

1차 2차 

Case 1 T-F 선간 단락 S/S-SSP ○ ○

Case 2 2선 지락 S/S-SSP ○ ○

Case 3 전차선 지락 S/S-SSP ○ ○

표 6 부하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6 Load simulation conditions

구분 전차 위치 차량 대수

Case 4
SSP-SP 75%

(선로 말단)
1대

Case 5
SS-SSP 10%

(변전소 인근)
1대

Case 6
SSP-SP 75%

(선로 말단)
2대 (각 선로 1대)

Case 7
SSP-SP 10%

(변전소 인근)
2대 (각 선로 1대)

1의 T-F 선간 단락 고장 시 한시 과전류 계전기의 트립 신호 

파형이다.

AT 급전계통 특성상 스코트 변압기 2차측에서 2선 지락 고장

을 모의하면 상기 표 1에서와 같이 Case 1과 동일한 결과를 나

타낸다. Case 2의 경우에도 정정 전류와 계수 값에 의해 계산된 

시간이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계전기 트립 신호 또한 상기 그림 

8과 같은 시간에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그림 10은 

Case 3의 결과 파형을 나타낸다.

스코트 변압기 1차, 2차측 계전기로 입력되는 전류의 크기는 

상기의 그림 10과 같이 각각 고장 모의 Case들 중 최소 고장전

류 값을 가진다. 다음 그림 11은 Case 3의 전차선 지락 고장 시 

트립 신호 파형을 나타내고 표 5는 Case 별 모의한 고장 조건에 

따라 계전기 동작 결과를 나타낸다.

Case 1과 Case 2의 경우 동일한 시간에서 계전기의 동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Case 3의 경우에는선간 Case 1과 

Case 2의 고장으로 인한 계전기 동작 시간보다 느리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차선 지락 고장의 경우 계전기로 입력되는 고장전류 값은 

전차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한 지점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스코

트 변압기 1, 2차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전압 레벨을 

고려하여 이를 환산하면, 상기 Case들 중 최소 고장전류 값을 가

진다. 고장 모의를 통해 모델링 된 스코트 변압기 양측 한시 과

전류 계전기가 상정한 고장들에 따라 모두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부하 모의 조건

해당 A 변전소의 급전계통은 과전류로 인한 계전기 동작이 자

주 발생한다. T상이 단독으로 양 선로의 부하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것과 수전단 전압 또한 낮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 

또한 철도차량의 위치에 따라 계산되는 임피던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흐르는 부하전류의 크기도 다르다. 이러한 계통의 상황에 

따라 부하조건을 모의하여 계전기 동작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 

표 6은 해당 계통의 부하 모의 조건을 나타낸다.

상기 표에서 Case 4, Case 6의 SSP-SP 구간 75% 지점은 AT 

급전계통의 비선형적인 임피던스 특성에 따라 임피던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부하전류가 가장 작은 경우이다. 또한 Case 5, Case 

7의 변전소 인근의 경우에 전차가 위치할 시 부하전류가 가장 

큰 경우이다. 전류가 가장 큰 경우와 전류가 가장 작은 경우의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12부터 15는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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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ase 4와 Case 6의 전차선 전류

Fig. 12 Trolley current of Case 4 and Case 6

그림 13 Case 4와 Case 6의 계전기 트립 신호

Fig. 13 Relay trip signal of Case 4 and Case 6

그림 14 Case 5와 Case 7의 전차선 전류

Fig. 14 Trolley current of Case 5 and Case 7

그림 15 Case 5와 Case 7의 계전기 트립 신호

Fig. 15 Relay trip signal of Case 5 and Case 7

모의 조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Case 6과 Case 7과 같이 T상 변압기에 서로 다른 방면으로 

향하는 두 선로의 부하를 담당하게 되면 Case 4와 Case 5와 같

은 일반적인 단선 급전계통에 비해 과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부하로 인해 전류가 상승하게 되면 한

시 계전기의 정정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중복보호영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외란 시 불필요한 차단기 동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계통과 같은 과부하 상황에 계전기가 동작하

지 않도록 정정 값을 산정하여 Case 별 동작을 확인하였다. 표 7

은 모의 조건에 따른 계전기 동작 결과를 나타낸다.

표 7 부하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7 Load simulation results

구분 전차 위치
전류 값 [A] 계전기 동작

1차 2차 1차 2차 

Case 4 SSP-SP 75% 364 378 X X

Case 5 SS-SSP 10% 413 429 X X

Case 6 SSP-SP 75% 672 699 X X

Case 7 SSP-SP 10% 742 771 X X

계전기로 입력되는 전차선 전류의 크기가 모델링 된 계전기의 

정정 전류의 크기보다 작고 이에 따라 평시부하전류에 의해서는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고, 제시

한 보정계수의 값이 적절함을 검증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 변전소의 단선 AT 급전계통 모델링 및 과전

류 계전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낮은 수전단 전압과 T상 단독급

전방식으로 병렬선로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트 변압기 1차

측 및 2차측에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 또한 각 선로에 차량이 동

시에 위치할 시 전차선 전류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부하상태가 

지속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통의 상시 부하

라고 판단하여 계전기의 정정치 및 보정계수를 A 변전소의 계통

에 맞게 제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장 조건과과 부하 조

건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하였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과전류 계전기 보호협조 곡선을 도

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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