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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선 귀선전류 측정값 비교 및 분석

Comparison and Analysis of Return Current Measurement Values on High Spe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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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Kyu Kim ․ Ju-Yeop Kim ․ Seh-Chan Oh ․ Jong-Hyun Baek ․ Yong-Ki Yoon ․ Woo-Hyun Kwak)

Abstract - A method of common earth, which is proposed by French Railway(SNCF) and is applied to high speed railway, 

minimizes the effect of the traction return current from tracks so that trackside electric devices can be protected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staffs are kept out from injury in an electric railway environment. According to it, all the new 

domestic electric railway lines are replaced from existing individual earth method to the common earth method.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ommon earth method and traction return current to prove whether the common earth has 

surely contributed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traction return current. The analysis was done based on the measurement of 

the traction return current at the domestic high speed railwa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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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부고속철도의 도입은 열차제어시스템과 전기철도 접지망의 구

성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유발하였다. 기존의 전기철도 접지망은 

일본에서 도입된 단독접지 기술을 적용하여 주로 접지를 필요로 하

는 전기설비 및 신호기계실을 중심으로 시공되었다. 이는 접지봉을 

사용하여 단순히 접지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접지 저항만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철도에서 요구하는 접지 저항값을 만족시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1]. 이러한 접지망은 선로변

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파손 및 운영, 유지보수 요원의 인명 피해

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레일에 흐르는 귀선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서 선로변 환경의 이상 또는 접지

망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기철도 운영의 안전에도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그러나 2004년부터 경부고속철도

에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된 공동접지망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서 

레일에 흐르는 귀선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공

동접지망이 검토되었다. 이는 모든 금속 설비를 접지망에 연결함

으로서 전기철도에서 요구하는 접지저항 값을 쉽게 만족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전기철도 전체에 등전위 개념을 적용함으로서 선

로변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과 선로의 전기설비의 보호에 있어

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공동접

지방식은 열차제어시스템의 정보 전송 및 열차 검지에 사용되는 

궤도회로의 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따라, 기존의 단독접지

망의 구성을 전력계통에서 독립적으로 취급하였던 것과 차별된

다. 이러한 공동접지를 적용한 전기철도의 환경 변화는 선로변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의 인명 보호와 궤도회로와 같은 선로변 

전기설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귀선전류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귀선전류는 전기기관차가 전기철도 구간을 운행시에 전차선에

서 공급된 전류가 차량을 통하여 변전소로 귀환하는 전류로 정

의된다[5]. 귀선 전류는 선로변 설비의 주요 장애와 전자파장애

(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적합성(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선로변 유지보수 요원의 생명 

및 선로변 기기 설비의 동작에 치명적인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선로변 취약 개소의 기기설비 

보호를 위해서는 귀선전류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러한 귀선 전류의 측정은 신선 또는 개량 노선에서

는 필수사항이지만, 그 외의 노선에서는 전기적 이상 현상이 발

생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측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귀선전류는 전력, 전차선, 접지 및 신호 시스템과 밀접한 관

계에 있으며, 전차선 견인 전류는 전력 구분소에 대한 열차의 위

치, 열차 운행 선로 수, 공중보호선(CPW : Catenary Protective 

Wire), 및 접지선으로 구성된 전차선 전류의 귀선 회로에 의해 

대부분 변전소로 귀환된다[6]. 귀선전류의 크기는 주로 선로변 

자갈 도상의 임피던스와 전력 공급소에 대한 열차의 상대적인 위

치에 의존함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 또한 해당 역 구내보다는 열차에 에너지

를 공급하는 인근 변전소에서 더욱 크게 주어진다. 각각의 선로

는 궤도 회로 임피던스 본드의 중성점이 공동 접지망을 통해 상

호 연결됨으로서 선로 전반에 흐르는 전체 귀선 전류 값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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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운행되는 열차의 수량 및 이들 열차에 의해 소모되는 소비 

전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프랑스 철도청(SNCF : 

Societe National des Chemins de Fer)의 귀선 전류 관련 규정

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6]. 일반적으로 귀선 전류는 변전소

에서 가장 크고 변전소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접지 전류는 변전소에서 가장 작고 변전소로부터 멀어질수

록 비례하여 증가한다[7]. 이를 기반으로 한 전기 철도 환경에서

의 전차선 전류, 귀선 전류 및 접지 전류의 상관관계에 따라 귀

선전류와 접지전류의 합이 전차선 전류의 50%을 e과하지 않아

야 한다. 특히 좌/우측 귀선전류 불평형률이 10%를 e과하지 않

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국내 전기철도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접지망의 구

성을 기본으로 전기철도의 선로변 환경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

해 전기철도의 안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본 논문은 공동접지로 구성된 고속선의 귀선전류와 단독접지

로 구성된 기존선의 귀선전류 측정을 통해 공동접지가 귀선전류

의 영향을 최소화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속선의 귀선전류 

측정값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향후에는 더욱 안전한 선로변 

전기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귀선전류의 구체적인 측정 항목을 

제시하였다. 관련 분석은 국내에 건설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선에서 측정한 귀선전류값 비교를 통해 실행하였다.

2. 귀선전류의 특성

전차선 전류는 열차에서 소비되는 전기기관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후 크게 접지 전류와 귀선전류로 분류되어 변전소로 귀환

한다. 접지 전류는 공동접지망을 통해 변전소로 귀환하는 전류이

며, 귀선전류는 레일을 통해 변전소로 귀환하는 전류를 의미한다

[8]. 여기서 귀선전류는 레일을 통해 이동함으로서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의 인명과 선로에 설치된 궤도회

로와 같은 선로변 전기설비의 파손 등에 가장 큰 영향을 인가한

다. 이러한 귀선 전류는 접지 방식, 선로변 자갈 도상의 임피던

스, 공중보호선, 궤도회로의 공동접지망 연결선, 그리고 변전소 

등과 같은 전력 급전소의 위치와 병렬로 설치된 선로를 운행중인 

열차의 위치 등에 따라 가변한다. 따라서 귀선 전류의 크기와 흐

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게 주어진다. 이는 공

동접지를 처음 철도에 도입, 적용한 프랑스철도청(SNCF)에서도 

귀선전류 관련 시험 및 검측 결과를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전

차선전류, 접지전류, 귀선전류의 상관관계만을 제시하였다[9]. 

그림 1에서 열차에 견인력을 공급하는 전력 급전소와 역 구내

에서의 귀선 전류의 크기는 역 구내보다는 인근의 급전 구분소에

서 최대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지전류와 귀선전

류의 합은 전차선 전류의 1/2로 예측함으로서 관련 값을 규정하

기 위한 많은 노력은 대부분 검측을 통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

지만 결과적으로 귀선 전류에 대한 정확한 값이 제시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적용중인 유일한 규정

은 단지 그림 1을 이용하고 있다[3]. 귀선 전류는 접지전류와 전

차선 전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급전 구분소에서 귀선

전류(IR)를 측정한 후, 전차선 전류(IC)와 접지전류(IE)를 비교, 분

석함으로서 열차 검지는 물론 열차운행 선로의 레일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선로변 설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로 환경, 접지망의 상태, 전력, 전차선, 신호, 레일의 특성

까지도 이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과 연관된 접

지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그림 1을 통해 가능함으로서 귀

선전류의 분석 및 검토는 전기철도 운영 구간의 안전까지도 부수

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10]. 

그림 1 전차선전류(IC), 귀선전류(IR), 접지전류(IE)의 관계

Fig. 1 Relation of Ctenary current(IC), Return current(IR), 

and Earth current(IE)

3 귀선전류의 측정 및 분석

귀선전류의 측정값 분석 및 검토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중인 

단독접지를 이용한 전기철도 구간의 귀선 전류 검측을 실시하였

다[11]. 검측을 위해 가장 많은 열차가 운행중인 수도권 구로변

전소에서 2001년 11월 13일 귀선전류를 측정한 결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본선을 운행하는 일반열차와 수도권을 운행하는 

전철 노선이 혼용된 구로 변전소 전방에 설치된 궤도회로의 임피

던스 본드에서 공급 전원 25 kV 60 Hz로 서울-수원간을 운행하

는 전동차가 통과하는 순간에 귀선 전류를 측정하였다. 

구로 변전소는 여러 개의 열차 운행 노선이 공동 전력원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접지망은 타 전기설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전동차는 최대 속도 80 km/h로 운행이 가능한 구

간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구로 변전소의 귀선전류값은 최대 

173 A까지 측정되었으며, 귀선 전류의 지속시간은 매우 짧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측정된 귀선전류값은 운행하는 열차에 

인가되는 전차선 전류와 유사한 크기로 주어짐으로서 단독접지 

구간에서의 전차선 전류는 대부분 귀선전류의 형태로 선로를 통

해 변전소로 귀환함을 확인하였다. 

공동접지에 대한 귀선전류값 측정은 2000년 6월 26일 국내 

최e로 공동접지가 설치된 경부고속선 오송-천안 시험선 구간의 

신청주 변전소에서 열차의 가감속 시험중에 실시하였다. 고속선

의 귀선전류값 분석을 위해 고속열차의 전차선 전류 소비량을 우

선적으로 조사하였다. 경부고속선의 전차선 전류값은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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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irst measurement     (b) second measurement

그림 2 구로변전소의 귀선전류 측정값

Fig. 2 Measured value IR in Guro substation

그림 3 고속선 전차선 전류

Fig. 3 Catenary current in high speed line

그림 4 경부고속선의 귀선전류 측정값

Fig. 4 Measured value of IR in Kyoungbu high speed line

(a) Measurement block diagram

(b) Measuring location

(c) Record of measured value

그림 5 귀선전류 측정 구성도 및 측정위치

Fig. 5 Measuring method of return current

고속철도 차량 공급사인 Alstom에 의해 그림 3과 같이 제공되었

으며[12], 프랑스 북대서양선에서 운행중인 TGV 프랑스 고속열

차의 전차선 전류값을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3에서 전차선 

전류는 열차속도 100 km/h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속도 증

가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300∼350 A의 범위에서 전

차선 전류값이 최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고속선 운영에 연관된 전력 용량 산출 및 열차제어시스템 구성 

설비의 내구력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대 350A를 유지해야 하

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신청주 변전소의 경우에는 2×25 kV 급전시스템과 공동접지망

으로 전력 공급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당시의 고속열차의 시

험 최고 속도는 고속철도의 운행 예정 최대 속도인 300km/h로 

운행되었다. 귀선전류 측정시의 고속열차의 운행 패턴은 귀선 전

류만을 측정하기 위한 열차 속도가 아니라, KTX의 가감속 시험을 

위한 열차 속도로 차량에서 제공되었으며, 단지 귀선전류만을 신

청주 변전소 전방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4는 KTX 속도가 300

km/h인 경우의 귀선전류 측정값으로 최대치는 53.8 A이며, 이는 

그림 3의 KTX 속도에 따른 전차선 전류값의 약 18 %가 레일을 

통해 귀선전류의 형태로 변전소로 귀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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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case of T1 track

(b) in case of T2 track

그림 6 호남고속선에서의 귀선전류 측정값(1)

Fig. 6 Measured value of IR in Honam high speed line(1)

(a) in case of T1 track

(b) in case of T2 track

그림 7 호남고속선에서의 귀선전류 측정값(2)

Fig. 7 Measured value of IR in Honam high speed line(2)

따라서 고속선의 귀선전류 측정값은 단독접지를 적용한 구로

변전소의 귀선전류처럼 전차선 전류의 대부분이 레일을 통해 변

전소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1과 같이 일부는 귀선전류로, 

일부는 접지전류로 전차선 전류가 변전소로 귀환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호남고속선에서의 귀선전류 측정

은 2014년 11월 27일 노령 변전소 전방에 설치된 임피던스 본드

에서 실시하였다. 시험 차량은 270 km/h로 운행하였으며, 열차 

통과 전후를 기준으로 그림 5와 같은 방법으로 약 2분간 측정하

였다[13-14]. 측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선로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측정조건과 측정환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 

호남고속선과 경부고속선의 선로 환경을 비교한 결과, 측정 환경

은 동일한 반면, 선로는 경부고속선이 자갈도상인데 비해 호남고

속선은 콘크리트 도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경부고속선에 비해 

선로변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남고속선에서는 선로변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 보호와 선

로변 전기설비의 파손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좌/우 레일에 흐르

는 각각의 귀선전류를 분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레일의 좌/우 귀

선전류를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동시에 열차가 운행하는 인접 선

로에서의 귀선 전류의 영향 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상행선

(T1)과 하행선(T2) 모두에서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의 귀선전류 

측정을 실행하였다. 기존의 귀선전류 측정이 열차 운행 선로에서

만 실행함으로서 관련 선로의 귀선전류만 확인한 반면, 이러한 

방법은 열차 운행 인접 선로의 귀선전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주어진다. 관련 계

측 장비는 전류센서, DAS(Data Acquisition System), 데이터 수

집 프로그램 및 노트북을 이용하였다. 귀선전류의 측정을 위한 

시험 차량은 귀선전류의 측정 구간을 운행 최고속도로 통과하며 

차량의 운행조건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Sampling Rate 10 kHz 

이상, Frequency Resolution 1 Hz의 계측기를 통해 측정된 모든 

데이터는 변전소 또는 전력구분소의 임피던스 본드 중성선에서 

측정된 좌/우측의 귀선전류 불평형이 z 귀선전류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좌/우측의 불평형을 기록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그림 

1과 같이 귀선전류의 안전 규정에서 권고한 최대 귀선전류값이 

전차선 전류의 1/2 이하이고, 좌/우측의 귀선전류 불평형이 z 

귀선전류의 10% 미만임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측을 실시

하였다. 열차가 T1 선로를 운행하는 중에 측정된 귀선전류값은 

그림 6과 같다. 

최대 귀선전류 측정값은 T1 선로에서 239.3A, T2 선로에서 

126.6A이며, 좌,우 레일에 의해 측정된 귀선전류 불평형률은 T1 

선로에서 0.05 %(0.12A), T2 선로에서 0.81 %(1.05A)로 주어졌다. 

반대로 열차가 T2 선로를 운행하는 중에 측정된 귀선전류값은 

그림 7과 같다. 최대 귀선전류 측정값은 T1 선로에서 72.1A, T2 

선로에서 277.6A로, 좌,우 레일에 의해 측정된 귀선전류 불평형률

은 T1 선로에서 0.13 %(0.09A), T2 선로에서 0.57 %(1.58A)로 주

어졌다[14]. 호남고속선의 측정 결과를 경부고속선 오송-천안구

간에서 2002년 열차운행속도 300 km/h에 대해 측정한 귀선전류

값과 비교한 결과, 호남고속선 구간의 귀선전류 측정값은 규정에 

제시된 기준값은 모두 만족하지만, 공동접지 방식의 적용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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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case of T1 track

(b) in case of T2 track

그림 8 수서-평택선에서의 귀선전류 측정값(1)

Fig. 8 Measured value of IR in Suseo-Pyoungtack line(1)

표 1 귀선전류 측정값 비교

Table 1 Comparison for measuring of return current

High

Speed

Line

max (A)

(operating

track)

max (A)

(adjacent 

track)

Unbalance

rate

(%)

Catenary

current

(A)

Train 

speed

(km/h)

Kyoungbu 53.8 - - 325 300

Honam 277.55 126.62 0.81 - 300

Suseo 117.96 117.70 0.7 - 300

(a) in case of T1 track

(b) in case of T2 track

그림 9 수서-평택선에서의 귀선전류 측정값(2)

Fig. 9 Measured value of IR in Suseo-Pyoungtack line(2)

구하고 귀선전류값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열차 운행 

선로의 귀선전류값은 인접선로의 귀선전류값에 비해 2∼3배 크게 

주어짐으로서 열차 운행 인접 선로에서의 귀선 전류의 분포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전

차선 전류의 대부분이 레일을 통한 귀선전류와 접지전류로 분배

되어 변전소로 귀환하는 이론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열차운행선로

와 인접선로에서 전차선 전류의 대부분이 귀선전류의 형태로 귀

환하고, 접지 전류의 값은 이론적인 예측값보다 적음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좌/우측 귀선전류의 불평형율은 열차 

운행 선로의 경우 0.05 %~0.57 %로, 열차운행 선로에 인접한 선

로에서는 0.13 %~0.81 %로 호남고속선의 귀선전류 불평형률은 매

우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운행을 시작한 국내의 세 번째 고속선인 수서-평택 

고속선에서의 귀선전류 측정은 그림 5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6

년 8월 29일 오산 변전소에서 실시하였다. 시험차량은 300 km/h

로 운행하는 상태에서 상행선(T1)과 하행선(T2)에 대해 실시하였

으며, 측정 결과는 그림 8과 같다[15]. 

그림 8은 T2 선로를 통해 열차 운행 상태에서 측정한 값으로 

T2 선로에서 측정된 귀선전류의 최대값은 109.02A, T1 선로에서 

측정한 귀선전류의 최대값은 117.7A로, 각각의 귀선전류 불평형

률은 0.14 %(0.16A)와 0.0 %(0.00A)로 확인되었다. 그림 9는 T1 

선로를 통해 열차 운행 상태에서 측정한 값으로 T2 선로에서 측

정된 귀선전류의 최대값은 117.96A, T1 선로에서 측정한 귀선전

류의 최대값은 64.3A로, 각각의 귀선전류 불평형률은 0.08 % 

(0.10A)와 0.7 %(0.45A)로 확인되었다. 

수서-평택 고속선 구간의 전반적인 측정값은 호남고속선에서

의 측정값보다는 2002년 경부고속선 오송-천안구간에서 측정된 

귀선전류 값과 유사하게 작은 값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호남고

속선의 귀선전류 측정은 열차 운행선로와 인접 선로에서 동시에 

귀선전류를 측정함으로서 관련 귀선전류를 비교할 수 있는 특징

을 제시한 반면, 수서-평택 고속선 구간에서는 하행선과 상행선

에 각각 열차를 투입하여 귀선전류를 측정함으로서 상행선과 하

행선을 독립적인 선로변 전기적 환경으로 간주하여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수서-평택 고속선의 귀선전류 측정값

은 귀선전류의 이론적인 기준값을 모두 만족함은 물론 좌/우측 

귀선전류의 불평형도를 10% 이상 e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2016년 10월 7일 오산변전소에서 추가로 귀선전류의 측정을 

재실시하였다. 이는 8월에 측정된 귀선전류의 값이 시간의 경과 

및 선로변 환경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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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귀선전류 측정 조건

Table 2 Condition for measuring of return current

Measuring item now after(proposition)

unbalance rate ○ ( or X ) ○

catenary current ○ ( or X ) ○

return current

 - operating track

 - adjacent track

○ ( or X )

○ ( or X )

○

earth current (calculation) X ○(a) in case of T1 track

(b) in case of T2 track

그림 10 수서-평택선에서의 귀선전류 측정값(3)

Fig. 10 Measured value of IR in Suseo-Pyoungtack line(3)

데이터를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측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과 조건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관련 측정 결과는 그

림 10과 같다. 그림 10에서 T1 선로에서 측정된 귀선전류의 최

대값은 93.3 A, T2 선로에서 측정한 귀선전류의 최대값은 74.1A

로, 각각의 귀선전류 불평형률은 0.33 %(0.31A)와 0.0 %(0.00A)로 

확인되었다. 이는 10월의 재측정에 의해 주어진 귀선전류값이 8

월의 e기 측정값보다 더욱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지 좌/우 

귀선전류의 불평형은 약간 상승하였지만, 관련 상승률은 매우 미

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서-평택 고속선에서의 귀

선전류 재측정 결과는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e기 측정값과 동일

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속선 선로

변 전기설비 및 선로변 환경의 안정화에 의해 귀선 전류는 감소

하였지만, 귀선전류의 불평형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미미하게 반

비례할 수 있음을 본 검측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귀선전류 검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은 관련 노선에서의 측정 항목과 최대 귀선전류값, 열

차 운행 속도 및 불평형률을 나타낸다. 표 1에서 귀선전류값이 

가장 큰 것은 호남고속선, 가장 작은 것은 경부고속선, 그리고 불

평형률이 가장 작은 것은 수서-평택선으로 주어진다. 또한 열차

의 운행속도는 모두 300 km/h이며, 전차선 전류의 측정은 단지 

경부고속선에서만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부고속선에서의 귀선전류 측정은 전차선 전류와 

귀선전류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서 그림 1과 같은 귀선전류와 전차

선 전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신선 설치 및 기존 노선

의 개량 등에만 적용된 귀선전류의 측정보다는 노선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주기적인 접지의 이상 상태 진단 및 분

석에 있어서 귀선전류 측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호남선의 귀선전류 측정은 좌, 우 레일의 귀선전류 

불평형률에 대한 확인과 함께 열차 운행 선로와 인접 선로에서 

동시에 귀선전류를 검측함으로서 귀선전류의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남고속선의 경우에는 귀선 전류값이 타 고

속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주어진다. 이는 전차선 전류가 측

정되지 않음으로서 관련 귀선전류와 전차선전류의 상관관계 분석

이 불가능하였다. 

수서-평택 고속선의 경우에는 호남고속선과 대부분 같은 방법

으로 검측을 실시함으로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

련 구간에서의 귀선전류가 매우 작게 주어진 것은 호남고속선에 

비해 접지망의 구성이 더욱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정

한 시간 경과후에 수서-평택 고속선에서 귀선전류를 추가로 재

측정하였고, 관련 재검측 결과는 안정적인 귀선전류의 흐름을 확

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선로변 전기철도 환경의 검토를 

위해서는 귀선전류의 검측은 표 2와 같이 좌우 귀선전류 불평형, 

열차운행 선로와 인접선로에서의 귀선전류 측정과 함께 전차선 

전류의 측정이 모두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건설된 고속철도 노선의 귀선전류 검측

을 통해 전기철도 환경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최근 개통된 

수서-평택 고속선에서 가장 양호한 귀선전류값과 좌/우 레일 불

평형률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서-평택 고속선에서의 추가

적인 재검측을 통해 이러한 측정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접

지망 및 전력 공급설비의 설치가 적정하게 주어졌음을 간접적으

로 의미한다. 각각의 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측정 방법 및 측정 

항목이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주어짐에 따라 관련 노선에서의 귀

선 전류의 특성을 다양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신선 또는 개량 노선에서의 귀선전

류 측정시에는 반드시 좌우 귀선전류 불평형, 열차운행 선로와 

인접선로에서의 귀선전류 측정 및 전차선 전류의 측정이 함께 병

행되어야만 전기철도의 안전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 및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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