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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nalyze scenario of feeder wire fault that
occurs in the AC feeding system considering train position. The fault
location of AC feeding system is calculated by measuring impedance.
However, in this way, estimation error can be occurred because of tie
connection, boosting current, etc. Therefore, it’s hard to find fault
location, so that it is required to detailed circuit analysis according to
fault location. We analyze the short circuit impedance values with
respect to feeder wire fault according to a train position. In this
paper, PSCAD is used for modeling and analysis of AC railway
feeding system.

1. 서    론

전기 철도는 수송능력, 에너지 효율, 운영 등 수많은 이점이 있다. 그
렇지만, 단락사고, 지락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승객과 지상설비에 피
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전기 철도에서 급전선이나 전차선 단락 또는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장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T(Auto-Transformer) 급전계통에서는 선로 임피던스
가 거리에 대해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적이므로 임피던스 값에 따라
최대 3개의 고장점이 표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교류 전기철도는 전
차 이동, 접지 등 일반적인 3상 계통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
하고 정확한 고장점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장
발생시 AT 급전계통에 대한 자세한 회로 해석이 필요하다[1-4].
본 논문에서는 급전선 고장 발생 시 전차의 이동에 따른 단락 임피던
스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인
PSCAD(Power System Computer Aided Design)를 이용하여 교류 전기
철도 급전계통을 모델링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급전선 고장 발생 시 전압 강하 및 과전류
국내의 교류 전기철도 급전계통은 대부분 AT급전을 사용하고 있다.
AT급전 방식은 변전소에서 전차선 전압의 2배의 전압으로 급전하여
10[km]마다 설치된 단권변압기에 의해 전차선과 급전선에 각각
27.5[kV]인 전압을 인가한다[1]. 다음 그림 1은 급전선 고장 발생 시 급
전계통의 회로도를 나타낸다.

<그림 1> 급전선 고장 발생 시 AT급전계통 회로도

그림 1에서 S/S는 변전소, PP는 병렬 구분소, SP는 급전 구분소를 나
타낸다. 그리고  ,  , 는 각각 전차선, 레일, 급전선의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고장 발생 시 전압 및 전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의 고장 지점을 정한 후 전압과 전류 값을 구해 보았다. 다음 그림
2는 임의의 지점 5[km] 에서 급전선 고장 발생 시 AT 1차 측 전압과
전차선 전류 및 급전선 전류에 대한 값을 나타낸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정상 상태의 경우 변전소에 55[kV] 전압이 공급되지만 5[km]
지점 급전선 지락 고장 발생의 경우 전압강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차선 전류와 급전선 전류가 급전선 고장 발생 시 과도
하게 흐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고장 발생에 따른 전압

(b) 고장 발생에 따른 전차선 및 급전선 전류
<그림 2> 급전선 고장 발생 시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2와 같이 급전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압 및 전류에 영향
을 주는 문제는 전기철도에서 승객과 지상설비 등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2.2 급전선 고장 상태 하의 전차 거리에 따른 단락 임피던스 분석 및 결과
현재 교류 전기철도 급전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변전소의 상
행선에서 계산되는 단락 임피던스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 상행선 단락 임피던스,  = 상행선 전차선 전류



= 상행선 급전선 전류, = 상행선 전압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호 시스템에서는 식 (1)을 이용하여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정해진 범위에 수렴하는 경우 고장이 발생하였
음을 판단하고 있다[1]. 하행선에서도 식 (1)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계산
하고 있다.

  2.2.1 시뮬레이션 조건
전차가 있을 경우 전차의 저항으로 인해 전차가 없을 경우의 선로 전
압, 전류, 임피던스 값이 변하게 되므로, 전차에 이동에 따른 회로 해석
은 고장점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급전선 고장 시 전차 이동에
따른 값을 구하기 위한 회로 해석의 데이터 수집의 시뮬레이션 조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변전소에서 급전 구분소 사이 간격은 약
20[km]로 가정하였고 급전선 고장위치 및 전차의 위치는 1[km]단위로
가변하였다.

전차 위치를 고려한 교류 전기철도 급전계통의 급전선 고장 시나리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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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레이션 조건

구분 전차 위치 고장 위치

Case 1 S/S-PP(1∼9[km]) S/S ∼ SP (상행선)
(0∼20[km])Case 2 PP-SP(11∼20[km])

실제 교류 철도 변전소 스코트 변압기 2차측 전압을 고려하여 55[kV]
의 전압을 인가하고 고장 저항은 1[Ω]으로 가정 하였으며, 변전소와 급
전 구분소 구간 내 상행선 급전선 지락 고장을 상정하였다. 전차는 50
[Ω]의 저항부하로 가정하였다.

  2.2.2 시뮬레이션 결과
전차의 유무에 따른 단락 임피던스 값의 편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먼
저 전차가 없는 경우의 급전선 고장 발생 시 단락 임피던스 값을 구하
였다. 다음 표 2는 전차가 없는 경우의 급전선 고장 발생 시 고장위치에
따른 단락 임피던스 값을 나타낸다.

<표 2> 전차가 없는 경우의 급전선 고장 발생 시 단락 임피던스
고장위치[km] 1 2 3 4 5 6 7 8 9 10
단락임피던스[Ω] 5.83 7.14 8.46 9.73 10.9 11.9 12.8 13.5 14.0 14.1

고장위치[km]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단락임피던스[Ω] 16.3 18.2 19.8 21.0 22.0 22.5 22.7 22.5 21.8 20.9

표 2에서와 같이 전차가 없는 경우, 변전소와 급전 구분소 구간 내
17[km]에서 발생한 급전선 지락 고장에 대한 단락 임피던스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단락 임피던스 값이 선형적
이지 않고 비선형적인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AT의 흡상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비선형적인 현상은 보호 계전기의 고장점 표
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다음 표 3은 Case 1의 경우에서 급전선 고장 시 전차의 이동에 따른
단락 임피던스의 값을 나타낸다.

<표 3> Case 1에 대한 단락 임피던스 계산 결과

고장
위치
[km]

전차 위치(Case 1, S/S-PP)에 따른 단락 임피던스[Ω]

1[km] 2[km] 3[km] 4[km] 5[km] 6[km] 7[km] 8[km] 9[km]

1 5.69 5.70 5.71 5.72 5.73 5.73 5.74 5.75 5.76

2 6.95 6.96 6.97 6.98 7.0 7.01 7.02 7.03 7.04

3 8.21 8.23 8.24 8.26 8.28 8.29 8.31 8.32 8.34

4 9.42 9.44 9.46 9.48 9.5 9.52 9.54 9.56 9.5

5 10.5 10.5 10.5 10.6 10.6 10.6 10.6 10.7 10.7

6 11.5 11.5 11.5 11.6 11.6 11.6 11.6 11.7 11.7

7 12.3 12.3 12.4 12.4 12.4 12.5 12.5 12.5 12.6

8 12.9 13.0 13.0 13.0 13.1 13.1 13.2 13.2 13.2

9 13.3 13.4 13.4 13.5 13.5 13.6 13.6 13.7 13.7

10 13.5 13.6 13.6 13.7 13.7 13.8 13.8 13.9 13.9

11 15.5 15.6 15.6 15.7 15.7 15.8 15.9 15.9 16.0

12 17.2 17.3 17.4 17.4 17.5 17.6 17.6 17.7 17.8

13 18.7 18.7 18.8 18.9 19.0 19.1 19.1 19.2 19.3

14 19.8 19.9 20.0 20.1 20.2 20.3 20.3 20.4 20.5

1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16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17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18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19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0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3

Case 2의 경우에서도 표 3과 같이 전차 거리에 따른 단락 임피던스의
값을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Case 1의 경우 전차의 위치가 변전소와 가
까이 위치할수록, Case 2는 병렬 구분소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단락 임
피던스 값이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차가 없을 경우의 단락 임
피던스 값과 동일하게 비선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 또한 AT의 흡
상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Case 1 및
Case 2 두 가지 경우 모두 전차가 없을 경우의 단락 임피던스의 값과
비교해 보았다. 편차는 다음 식 (2)와 같이 계산하였다.

    　　　 (2)

여기서,  = 단락 임피던스 편차

 = 전차가 없는 경우 계산된 단락 임피던스

 = 각 Case에서 계산된 단락 임피던스

식 (2)를 이용하여 구한 단락 임피던스의 값의 경우도 전차가 변전소
와 가까울수록 전차가 없을 경우의 단락 임피던스와 편차가 큰 것을 확
인하였다. 다음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전차가 없을 경우의 단락 임피
던스 값과 Case 1 및 Case 2의 조건에서 전차 위치에 따른 단락 임피
던스의 값과의 편차를 나타낸다.

<그림 3> 전차가 없는 경우와 Case1의 경우 단락 임피던스 편차

<그림 4> 전차가 없는 경우와 Case2의 경우 단락 임피던스 편차

그림 3과 4를 통하여 전차 위치가 변전소에 가장 가까운 1[km]지점에
서, 동일한 고장위치에 대한 단락 임피던스 편차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전차의 위치에 관계없이 PP-SP 구간에서 최대 단락 임피던
스의 편차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편차가 가장 큰 경우는 1.4[Ω]
으로, 전차가 변전소로부터 1[km]지점에 위치함과 동시에 17[km] 지점
에서 급전선 고장이 발생한 경우이다.

3. 결    론

  본 논문은 교류 전기철도 급전계통에서 발생하는 급전선 지락 고장에
대한 단락임피던스 값을 전차 위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급전선 고장 시 전차 거리에 따라 단락 임피던스 값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전차가 변전소에 가까울수록 전차가 없을 경우의 단락 임피던스
값과의 편차가 큰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 전차 유무와 상관없이, PP-SP 구간 내 17[km]에서 발생한 급전선 지
락 고장에 대한 단락 임피던스가 가장 크게 계산됨.

- 전차의 위치는 변전소에 가까울수록 급전선 지락 고장에 대한 단락
임피던스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침.

- 위의 결과를 고려해 단락 임피던스의 편차가 큰 전차 위치를 고려한
거리 계전기 정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
(14RTRP-B082448-01-000000)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김정철, “급전계통 해석과 한국철도전기의 이해”, 기다리, 2008
[2] 정호성, 박영, 김형철, 민명환, 신명철, ‘전차선 전류 분류비를 이용한
교류전기철도 고장점 표정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p.404∼410, 2011

[3] 정호성, 창상훈, 김주욱, 안태풍, 민명환, ‘교류 급전계통의 고장 시뮬
레이션을 통한 고장특성 분석’,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1888∼1889,
2013

[4] 조규정, 류규상, 이훈도, 김철환, 민명환, 안태풍, 권성일, ‘회로해석을
통한 단선 AT 급전 계통의 고장전류 흐름 분석’, 춘계학술대회,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