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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동기화 데이터를 활용한 교류전기철도의 고장점표정장치 

임피던스 예측기법 연구

Study on the Railway Fault Locator Impedance Prediction Method 

using Field Synchronized Power Measured Data

전용주* · 김재철

Yong-Joo Jeon · Jae-chul Kim

1. 서 론

전철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철도구간의 72%를 상회하는 지금 전기철도 운영기관에게 고장점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대

형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고장점표정장치는 전차선로에 고장

발생시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고장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로서 선로 변의 합성 임피던스를 사전에 측정하여 계전기에 입력 비교

하는 리액턴스 방식과, AT의 중성점으로 흘러 들어오는 흡상전류의 비율을 이용하는 흡상전류비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

리액턴스 방식의 경우는 지락시험을 통한 최초 리액턴스 예측 시 다수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전

차선로 확장 등 선로임피던스 변경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흡상전류비 방식의 경우는

타선흡상 및 선로분기, 통신중계장치 오류 등으로 인한 이례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역시 정확한 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2].

Abstract Due to the electrification of railways, fault at the traction line is increasing year by year. So importance of

the fault locator is growing higher. Nevertheless at the field traction line, it is difficult to locate accurate fault point due

to various conditions. In this paper railway feeding system current loop equation was simplified and generalized though

measured data. And substation, train power data were measured under synchronized condition. Finally catenary imped-

ance was predicted through generalized equation. Also simulation model was designed to figure out the effect of load

current for train at same location. Train current was changed from min to max range and catenary impedance was com-

pared at same location. Finally, power measurement was performed in the field at train and substation simultaneously

and catenary system impedance was predicted and calculated. Through this method catenary impedance can be mea-

sured more easily and continuously compared to the past method.

Keywords : Fault locator, Synchronized power measurement data, Fault location error , Catenary system Impedance esti-

mation

초 록 전철화 확대의 영향으로 전차선로 변의 고장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장위치를 표정하는 시스템

의 중요도는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차선로의 정확한 고장위치 표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회로방정식으로 제안된 전차선로 임피던스 계산이론에 대해 현장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편화 정리하고 변전소 및

운행차량의 전압, 전류 데이터를 동기화 실측하여 전차선로의 임피던스를 예측 하였다. 또한 예측된 전차선로 임피던

스값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동일지점에서 열차전류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 정도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 끝으로

측정 데이터와 지락시험을 통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기법은 강제지락시험, 인공지락시험을 통해 임피던스를

예측하는 현행 방식 대비 열차운행 중단 없이 다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시간경과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에 대

해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고장점표정장치, 시간동기화 전력측정, 표정오차, 전차선로 임피던스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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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고장점 표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차선로 임피던스와 관계된 시험과 예측방법들이 다양하게 연

구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철변전소와 구간 내에 운행중인 차량에서 동기화된 전압, 전류를 실측하여 임피던스를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고장점표정장치의 종류

국내의 고장점 표정장치는 급전계통의 구성에 따라 다른 종류 운영 중이다. 분리급전방식의 일반선 구간에서는 AT 흡상전류

비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병렬급전방식의 고속선 구간에서는 리액턴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흡상전류비 방식은 변전개

소(변전소, 구분소, 보조구분소 등)에 AT 중성선으로 유입되는 전류의 비율이 거리에 반비례 함을 이용하여 고장위치를 판정하

는 방식이며, 리액턴스 방식은 전원공급단에서부터 말단까지 강제지락시험이나 인공지락시험을 통해 전차선로 임피던스를 사전

에 측정하여 전철변전소의 표정장치에 입력하고 고장 발생시 기존 임피던스 궤적과의 차이가 발생되는 지점을 고장 위치로 판

정하는 방식이다. Fig. 1에 흡상전류비 방식과 리액턴스 방식의 개념도를 각 각 나타내었다[3].

2.2 기존 전차선로 임피던스 예측기법

기존 전차선로 임피던스 예측은 전차선로를 구성하는 전차선, 조가선, 레일, 급전선 등 각종 전선의 전기적 사양데이터를

Carson-Pollazek 계산식에 적용하여 해당 구간의 단위 길이당(km)임피던스 대표값을 도출하고 리액턴스 방식의 고장점 표정장

치 정정에 적용하였다[4]. Carson-Pollazek 계산식은 토공, 교량, 터널구간 등 다양한 전차선로의 현장조건에 따라 임피던스 대

표값이 다르게 도출되어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전차선로에 지락시험, 인공지락시험 등 실제 사고와 유사

한 모의를 인위적으로 시행하고 임피던스값 보정을 통해 예측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 중이다. 이 방식은 기존 단순계산식

보다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선로변의 일정지점마다 시험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연속적인 전차선로 임피던스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편 지락시험은 전차선로에서 강제적인 고장을 발생시켜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문제점이 있으

며, 인공지락시험은 시험설비(중량물)를 이동해 가며 지락을 발생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5-6].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

근에는 운행 중인 차량의 부하전류를 이용하여 특정시점에서 전철변전소와 구분소 등에 설치된 보호계전기에 트립 소스를 인

위적으로 발생시켜 고장을 가상모의하고 이때의 열차위치를 고장점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일부 지락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 보간법을 통하여 전차선로 임피던스를 예측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철변전소

와 전기차의 전압과 전류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동기화하고 이들 값의 비교를 통해 연속적인 임피던스를 확보하는 이론적 계

산 예측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다[7-9].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로 과거 계산수식에 비해 월등히 정확성이 향상된 전차선로 임

피던스 예측이 가능해 졌으나 아직도 연속적인 전차선로의 임피던스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나, 시뮬레이션상의 계산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통에서 실험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2.3 실측동기화 데이터를 활용한 전차선로 임피던스 예측

본 논문에서는 변전소와 운행차량간의 전압, 전류 데이터 동기화를 통한 기존의 전차선로의 임피던스 예측계산 수식을 보편

Fig. 1. Conceptual diagram of reactance and boost up current ratio method fault lo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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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급전계통에 열차를 운행하며 데이터를 취득하고 시간동기화 하여 전차선로 임피던스를 예측 계

산하였다. 특히 열차의 운행패턴(부하전류)에 따른 임피던스 계산값의 변화 확인을 통해 열차의 위치 별 실측 계산된 임피던스

데이터가 대푯값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동일지점에서 열차전류를 변경시키며 검

증하였다. 끝으로 계산된 임피던스 값과 지락시험을 통해 실측된 기지값을 비교함으로써 본 예측 기법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

였다.

2.3.1 전차선로 임피던스 예측계산 수식

기존의 급전계통의 해석 회로방정식은 운행선로의 수(단선, 복선, 2복선, 3복선)와 계통구성(병렬/분리급전, 구분소 및 보조구

분소의 수량), 열차의 위치(SS↔SP↔SSP)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다. 그러나 전차선로 임피던스는 회로방정식에서 변전소와 열

차의 전류, 전압으로부터 계산된다[8]. 따라서 전원단 및 운행 중인 차량에서 위상을 포함한 전압과 전류값을 계측하고, 시간을

동기 시킨 후 두 값을 빼면 전차선로의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다. 전원단(SS)에서 측정하는 전류 전압 및 위상각과 차량(mc)

에서 측정하는 전류, 전압, 위상각은 각 각 식(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1)

이 값들은 측정을 통해 얻은 기지값으로 전원단과 차량의 임피던스는 식(2)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2)

이로부터 전차선로(Ztot)의 임피던스 예측 계산이 가능하며 식(3)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전원단(변전소의 55kV 측)의 임피던스는 차량(27.5kV 측)의 임피던스 보다 전압은 2배, 전류는 1/2배가 되므로 4배가

크게 측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식(3)을 도출했으며, 식(4)와 같이 리액턴스 값도 도출할 수 있다.

 (4)

2.3.2 열차전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검증

전차선로 임피던스는 거리에 대한 함수이나, 열차의 부하전류 크기에 따라 부하단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의 합에 영향을 받

게 된다. 따라서 계통내에 동일한 지점에서 열차전류가 변화될 때 전체적인 임피던스와 전차선로의 임피던스 변화 영향을 파악

하여 전철변전소 및 차량에서 계측되는 실시간 동기화 데이터로부터 예측 계산한 전차선로의 임피던스가 해당위치의 대푯값임

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PSCAD/EMTDC를 활용하여 교류 급전

시스템의 변전소, 전차선로 및 차량을 모델링 하였다. 교류급전계통은 전력공급사업자로부터 3상 154kV 수전 받아 철도변전소

에서 스코트변압기와 AT를 통해 단상 27.5kV를 공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급전계통은 전철변전소 1개소, 구분소 1개소, 보

조구분소 1개소로 통상적인 계통으로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 구간은 총 20km로 각 각의 변전소와 전구분소 및 보조급전구분소

사이는 10km 간격으로 선정하였다. 송전선로는 154kV 100MVA 무한모선과 30km를 입력하였으며, 주변압기(스코트변압기)는

M상 T상 각각 22.5MVA 총 45MVA 용량으로 설계하였다. 차량부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저항부하로 모델링 하였으며 AT는

용량 10[MVA], 리액턴스 j0.4[Ω], 전차선은(TF) 임피던스 0.1076 + j0.2614[Ω/km], 레일은 임피던스 0.1052 + j0.4736[Ω/km],

급전선은(AF) 임피던스 0.1180 + j0.4519[Ω/km]로 설정하였다. Fig. 2에 시뮬레이션 대상모델의 개념도를 나타내었으며, Fig. 3

에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었다. 

열차의 저항값은 완전지락(0.001[Ω]), 정격출력(142[Ω]), 50%출력(282[Ω]), 25%출력(564[Ω]), 12%출력(1,128[Ω]), 6%출력

(2,256[Ω])으로 6가지 사례를 임의로 모의하여 입력하였다. 또한 열차를 전철변전소에서부터 1km 단위로 급전구분소 방면으로

이동시키며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식(3), (4)를 이용하여 전차선로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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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부하전류(고장전류) 크기 변화에 따라 전차선로 임피던스값도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차이는 최

대오차(완전지락과 6%부하)를 기준으로 해당위치에서 약 0.026[Ω](0.37%)~0.019[Ω](0.68%)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장점

표정장치 설치 시 정확성 판단 기준인 2% 보다 작은 값으로 전체적인 전차선로의 임피던스 절대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미미한 수준으로 감안 할 수 있는 오차 범위일 것이다.

Fig. 4에 오차가 가장 크게 발생되는 고장시와 6% 부하시의 임피던스 그래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급전계통의 임피던스는

전원단에서 부하단으로 이동될수록 포물선을 그리며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선로 모델이 양호하게 급전계통을 반

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Conceptual diagram of simulation case. Fig. 3. Simulation model system.

Table 1. Catenary system Impedance data [Ω] related to train performance.

Distance

[km]

(a)

Fault

Rating

Output

50%

Output

25%

Output

12%

Output

(b)

6% Output

Max error

|(a)-(b)|

Error rate

(|(a)−(b)|)/(a)×100

1 2.809 2.808 2.807 2.804 2.799 2.790 0.019 0.68%

2 5.110 5.108 5.106 5.102 5.093 5.076 0.034 0.67%

3 6.906 6.903 6.900 6.894 6.883 6.860 0.046 0.66%

4 8.194 8.191 8.187 8.181 8.167 8.141 0.054 0.65%

5 8.976 8.973 8.969 8.962 8.947 8.919 0.058 0.64%

6 9.252 9.248 9.245 9.238 9.223 9.194 0.058 0.63%

7 9.021 9.018 9.015 9.008 8.994 8.967 0.054 0.60%

8 8.285 8.282 8.279 8.273 8.261 8.238 0.047 0.57%

9 7.043 7.041 7.038 7.034 7.025 7.006 0.036 0.52%

10 5.316 5.315 5.314 5.311 5.305 5.295 0.022 0.41%

11 7.749 7.746 7.744 7.739 7.729 7.710 0.039 0.50%

12 9.696 9.693 9.690 9.683 9.670 9.644 0.053 0.54%

13 11.138 11.134 11.130 11.123 11.107 11.076 0.062 0.56%

14 12.074 12.070 12.065 12.057 12.040 12.005 0.069 0.57%

15 12.503 12.503 12.495 12.486 12.468 12.433 0.071 0.57%

16 12.427 12.422 12.418 12.409 12.392 12.357 0.069 0.56%

17 11.844 11.840 11.836 11.828 11.812 11.780 0.064 0.54%

18 10.755 10.751 10.748 10.741 10.727 10.699 0.055 0.51%

19 9.160 9.157 9.155 9.149 9.139 9.118 0.043 0.46%

20 7.085 7.083 7.081 7.078 7.071 7.058 0.026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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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전철변전소와 운행차량의 데이터 실측

전원단과 열차의 임피던스 차이가 해당선로의 임피던스로 나타남을 현장에서 실측하기 위해 시험구간을 선정하고 시간동기

화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취득 하였다. 전철변전소의 전력품질 사전 측정결과 열차가 하선 또는 상선에서 단독 운행하고 있어도

전철변전소의 피더반에는 상선과 하선에 모두 부하전류가 흐르는 것이 확인되어 전철변전소에서는 측정방면으로 상선과 하선

에 각각 전압, 전류 2채널씩 총 4개를 계측하였으며, 운행중인 열차에서는 내부 동력실 수전부에서 전압, 전류 1채널씩 총 2개

를 계측하였다. 측정장비는 변전소와 차량에서 동일한 사양으로 샘플링(10khz)을 적용하였으며, 상호간 시간동기화를 위해 GPS

모듈을 부착하였다.

열차의 운행거리는 차내에 부착된 타코메타 거리정보를 활용하였다. 운행열차는 영업 열차를 활용하여 첫차 편성을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열차 부하전류는 운행노선에서 열차의 운행다이아에 따라 운행되는 가공되지 않은 실제 영업운전 조건으로 구간

내에서 역행, 타행, 정차 등을 반복하였다. 거리데이터는 실시간 정밀하게 확보되어 연계되지 않았으나, 열차의 이동속도 및 정

류장 정차 시 시간 등을 기록하여 상호 연계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Fig. 5에 변전소 및 차량의 전력품질분석장치와 GPS

측정모듈 연계현황을 나타내었다. 계측기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시간 동기를 적용하여 측정값을 동일 시간대에 나열하여 보편화

계산식(3), (4)로부터 전차선로 임피던스를 예측 계산하였다. 

Table 2에 전철변전소와 전기차로부터 측정된 전력데이터 및 이로부터 계산된 전차선로 임피던스 값의 측정 및 계산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비교검증을 위해 해당변전소 지락시험을 통해 확보한 측정데이터를 함께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해당선구의 지

락시험은 상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밀한 지락시험이 시행된 구간이다. 지락시험은 해당선구 내에서 일정거리를 이동해 가며

현장에 지락도선을 연결하고, 전철변전소에서는 시험전압을 인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10].

전철변전소와 전기차 간의 동기화 데이터 비교결과 전류값은 오차범위 이내로 차이가 없이 나타났으며, 전압은 선로에서 발

생되는 강하분이 반영되어 전철변전소보다 차량에서 측정하는 값이 다소 작게 계측되었다. 또한 위상각은 전압을 기준으로 계

산하였다. 열차부하전류에 따라 위상각은 큰 변화를 보이며 나타났으나, 부하전류가 일정값 이상 계측된 경우 상차각은 15°이

내로 나타났다. 식(2)~(4)를 적용하여 전차선로 임피던스를 계산해 본 결과 AT의 특성이 반영된 포물선 형태의 계산값이 도출

Fig. 4. Catenary system impedance comparison between fault and 6% output.

Fig. 5. Measuring device installed figure of substation and electric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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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다만 열차가 타행 중이거나, 일부 회생중인 조건에서 부하전류가 작게 계측되는 경우 계통에 설치된 필터설비의 영향

과, 전압대비 전류값이 작아 계산상 많은 오차가 발생됨이 확인되어 중복시험을 시행하여 계통내의 부수설비를 중지하고, 일정

전류값(50[A]) 이상의 전류가 확보된 조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기타의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다. 

Fig. 6에는 각 데이터의 비교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비교 결과 지락시험 데이터와 현차시험을 통한 예측 계산 결과와는

상호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호 비교 시 평균 0.03[Ω], 최대오차 0.09[Ω](1.8%)가 발생되었다.

전철변전소의 고장점표정장치에 입력된 연산 로직은 제안한 방법과 같이 전차선로에서 계측되는 전압과 전류요소를 입력값

으로 활용하여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표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연속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효과적

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Fig. 6. Catenary system impedance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fault test.

Table 2. Catenary system impedance data by location which calculated from measured data.

Location

[km]

Measured

Time

Substation (Measured data) Train (Measured data) Catenary system X[Ω]

Vss [V] Iss [A] Zss [Ω] Vmc[V] Zmc[Ω]
Measured

(A)

Fault Test

(B)

Distinction

(A)-(B)

0.02 06:24:05 52876∠0 170∠-3.5 311.04∠3.5 26438∠-0.01 311.04∠3.5 0.02 0.02 0

1.1 06:26:18 52957∠0 200∠-5.0 264.79∠5.0 26445∠-0.17 264.45∠4.8 0.80 0.78 0.02

2.1 06:28:40 52969∠0 210∠-4.2 252.39∠4.2 26411∠-0.26 251.53∠3.9 1.20 1.19 0.01

3.2 06:29:52 52989∠0 180∠-7.1 294.38∠7.1 26430∠-0.27 293.67∠6.8 1.47 1.44 0.03

4.2 06:30:01 52972∠0 175∠-8.3 302.68∠8.3 26417∠-0.31 301.91∠8.0 1.74 1.73 0.01

5.3 06:30:39 52944∠0 168∠-9.2 315.14∠9.2 26400∠-0.36 314.29∠8.8 2.10 2.09 0.01

6.3 06:31:18 52942∠0 252∠-10.1 210.09∠10.1 26321∠-0.58 208.9∠9.5 2.30 2.28 0.02

7.5 06:31:59 52935∠0 170∠-9.8 311.37∠9.8 26350∠-0.42 310.0∠9.4 2.48 2.45 0.03

8.5 06:32:35 52918∠0 145∠-13.2 364.95∠13.2 26381∠-0.37 363.88∠12.8 2.54 2.52 0.02

9.6 06:33:15 52846∠0 172∠-15.1 307.24∠15.1 26298∠-0.41 305.79∠14.7 2.50 2.49 0.01

10.6 06:33:52 53029∠0 153∠-14.9 346.60∠14.9 26411∠-0.36 345.24∠14.5 2.45 2.42 0.03

12.5 06:34:31 52982∠0 245∠-15.5 216.25∠15.5 26288∠-0.83 214.6∠14.7 3.44 3.50 -0.06

13.5 06:35:07 52973∠0 178∠-14.7 297.60∠14.7 26320∠-0.74 295.73∠14.0 4.15 4.09 0.06

15.4 06:35:46 52985∠0 192∠-15.5 275.95∠15.5 26288∠-0.90 273.83∠14.6 4.72 4.65 0.07

17.8 06:36:23 52949∠0 182∠-15.1 290.93∠15.1 26268∠-0.93 288.66∠14.2 5.10 5.01 0.09

19.1 06:36:59 52926∠0 251∠-15.5 210.87∠15.5 26189∠-1.19 208.68∠14.3 4.78 4.8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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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변전소와 운행차량간의 전압, 전류 측정값의 동기화를 통한 전차선로의 임피던스 예측기법에 대해 실제 급전

계통에 열차를 투입하여 운행하며 데이터를 취득하고 지락시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현행 적용중인 계산식과 지락시험(인

공포함)으로 보정하는 방식과 비교 시 열차운행 중단 없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시간경과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

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론적 모델링 예측기법을 현장에 실 구현 함으로써 동기화 데

이터를 활용한 임피던스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실측 구현을 통한 임피던스 예측기법의 성능 검증을 위해 급전계통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기존 시뮬레이션 계산

예측수식에 실측값을 기지값으로 적용하여 보편화 정리하였으며 열차의 운행패턴(부하전류)에 따른 전차선로 전압강하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위치 별 실측 계산된 임피던스 데이터가 해당전차선로의 대푯값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시뮬레이션 모델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열차부하전류에 따라 전차선로 임피던스는 변화하였으나, 그 차이의 최대값은 0.68% 이하로 미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원단과 열차에서 동 시간대 전력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실험 하였다. 먼저 GPS 수신 모듈을 전

력분석기에 연결하여 각 각 데이터를 계측하여 시간동기 정보를 기록하고, 전기차의 거리데이터는 타코메타를 적용하였다. 전

철변전소는 상하선 연결 운영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방면 별(상·하선) 모두 전압, 전류를 4개 채널을 계측하였으며, 열차는 동

력실 수전부에서 전압, 전류값을 계측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계통 내에 운영중인 부수설비(필터, RC-Bank 등)를 사전에 제

외하고, 계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일정전류 이상 역행하는 조건에서 데이터 계측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동기화된 전압, 전류 측정결과로부터 예측 계산한 전차선로 임피던스는 AT 특성이 반영된 포물선 형태이나, 위치별 일그러짐

이 나타났으며, 지락시험 데이터와 상호 비교 시 최대 평균 0.09[Ω]의 오차값이 발생하였다. 향후 주기적 측정을 통해 비교한

다면 보다 정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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