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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직류 전력량 계측을 위한 
직류용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개발 및 성능시험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est of DC Smart Metering System
for the DC Power Measurement of Urban Railway

정 호 성†․신 승 권*․김 형 철*․박 종 *

(Hosung Jung․Seongkuen Shin․Hyungchul Kim․Jongyoung Park)

Abstract  –  DC urban railway power system consists of DC power network and AC power network. The DC power 

network supplies electric power to railway vehicles and the AC power network supplies electric power to station electric 

equipment. Recently, because of power consumption reduction and peak load shaving, intelligent measurement of 

regenerative energy and renewable energy adapted on DC urban railway is required. For this reason, DC smart metering 

system for DC power network shall be developed. Therefore, in this paper, DC voltage sensor, current sensor, and DC 

smart meter were developed and evaluated by performance test. DC voltage sensor was developed for measuring 

standard voltage range of DC urban railway, and DC current sensor was developed as hall effect split core type in order 

to install in existing system. DC smart meter possesses function of general intelligent electric power meter, such as 

measuring electricity and wireless communication etc. And, DC voltage sensor showed average 0.17% of measuring error 

for 2,000V/50mA, and current sensor showed average 0.21% of measuring error for ±2,000V/±4V in performance test. 

Also DC smart meter showed maximum 0.92% of measuring error for output of voltage sensor and current sensor. In 

similar environment for real DC power network, measuring error rate was under 0.5%. In conclusion, accuracy of DC 

smart metering system was confirmed by performance test, and more detailed performance will be verified by further 

real operation DC urban railway lin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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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철도 직류 시스템은 력공 사업자인 

한국 력공사로부터 교류 22.9kV을 도시철도 변 소에서 

수  받아 동차에 력을 공 하기 해 정류기를 

이용하여 동차용 력인 직류 1,500V 력과 조명, 

냉난방설비 등과 같이 역사 기설비용 력인 교류 삼상 

6,600V( 는 22,900V) 력을 변환하여 공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직류 계통에서 에 지 감을 해 차량 회생시 

발생하는 회생에 지  태양  등 신재생에 지를 

연계하여, 력사용량 감  피크 감을 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차량의 회생에 지  신재생에 지를 직류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피더  새로운 

에 지원에 한 정확한 직류 력량의 계측이 요구된다. 

하지만 직류 계통은 직류 1,500V의 고 압 계통으로, 

고압 류 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한 직류 력량 계측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미터기는 단순한 압, 류 정보만을 

제공하며, 원격지와의 양방향 통신이 어려워 실시간으로 

여러 곳의 압, 류 등의 정보를 비교 단할 수 없다. 

그리고 계측기 형태의 미터기는 원하는 지 의 압, 

류정보를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가격  

장기간 설치하여 운 하기에는 안 성이 떨어지는 단 도 

있다. 한 패  형태나 계측기 형태의 미터기는 서버와 

정보를 교환하기 해서 유선방식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기존에 설비에 추가되는 미터기의 통신망을 

추가 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도시철도 직류 고압 류 

력계통에서 용 가능한 직류용 센서  직류용 

스마트미터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시작품을 

개발하 다. 한 개발된 직류용 센서  스마트미터의 

개별 성능시험  시스템 성능시험을 통해 직류용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 다. 

2. 직류 계통에서의 직류 계측설비  설치 치

도시철도 직류 계통의 경우에 에 지 감을 해 최

근 들어 동차의 회생에 지를 계통에서 활용하기 

한 회생인버터  회생에 지 장장치의 용  도시철도

에서의 태양 , 풍력 등 신재생에 지원을 연계하는 기술이  

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에 지원의 통합 인 리를 

통한 력사용량 감  피크 감을 해서는 기존의 직

류 계통의 각 모선별, 설비별 력량 계측과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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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에 지원에 한 력량의 계측이 가능하여야 하며, 철

도 에 지 리시스템에서 원하는 목 에 따라 압, 류  

력량을 히 활용하기 한 계측 정보의 송이 가능해

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직류 계통의 경우에는 원하는 모든 모

선  설비에 압, 류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한 

미터기도 단순한 력량 표시 기능만을 가진 미터기가 배

반 외함에 패  형태로 부착되어 있어 원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기존 설치된 센서  미

터기의 정보를 통합 리하기 한 시스템 구성도 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그림 1와 같이 직류 고 압 계통에서 원하는 지

에 추가 으로 직류 압, 직류 류를 측정하기 해서는 

직류 계통에서의 압, 류의 측정 범 를 만족해야 하

며, 류 센서의 경우 기존 모선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코어 분리형 구조여야 한다. 한 원격지로부터 직류 압, 

류를 취득하기 해서는 원격지의 서버와의 양방향 통신

이 가능한 미터기의 설치가 요구되며, 유, 무선 통신에 무

하게 체 인 계측 오차율이 기존의 유선 시스템의 오차율 

범 를 만족해야 한다[1-2]. 그림 1은 직류 계통에서의 

회생에 지  신재생에 지 용시 직류 센서  직류 스

마트미터 설치 치를 제시한 사례이다. 

그림 1 직류 계통  직류용 센서 설치 치

Fig. 1 DC power feeding system and installation point of 

DC sensor 

3.  직류용 센서  직류용 스마트미터 

3.1  직류용 센서 요구사항  시작품

직류 계통에서 원하는 지 의 압  류량을 계측

하기 한 센서는 기존 시설물에 설치를 해야 하므로 센서 

구조  기  연 등 여러 기 , 구조  요구사항 등을 

만족해야 한다. 

류센서의 경우 Shunt방식과 같이 모선을 분리하는 방

식은 정 도는 높으나 기존 설비의 추가 으로 설치하기 

해서는 모선을 분리할 수 없어 기존 설비에 용이 어렵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에 용하기 해서는 그림 2와 같이 홀

소자 방식의 코어 분리형 구조의 센서 구조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 입력 류(In)가 마그네틱 코어를 통과하면 1차 자기

장을 유도하며, 이 자기장에 의해 홀소자에서 압값을 출력

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압센서의 경우에도 그림 3과 같이 기존의 직류 배 반 

내부의 소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연 괴로 

인한 1차측의 고 압이 2차측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1차측과 2차측의 연을 확보하기 한 연변압기를 

활용한 분리 연방식이 용되어야 한다. 고 압은 1차측의 

+HT, -HV에 직  인가하고, 인가된 압은 연을 담당하

는 연 트랜스포머를 통해 센서의 2차측에 송되며, 2차측

에서는 압의 신호를 증폭하여 류신호로 변환하여 출

력을 내보낸다.

(a) 류센서 개념도  (b) 시작품 

그림 2 홀효과 방식의 직류 류센서 구조  시작품 

Fig. 2 DC current sensor structure and prototype of Hall 

effect   

(a) 압센서 회로구성도  (b) 시작품

그림 3 연변압기 방식의 직류 압센서 구조  시작품

Fig. 3 DC voltage sensor configuration and prototype of  

isolating transformer

표 1는 도시철도 직류 계통에서 용하기 한 센서

의 압  류 측정범   2차측 출력 등의 사양을 제시

하 다. 압의 측정범 는 국제 규격인 KS C IEC 60850에

서 제시하고 있는 직류 1,500V(정격 압) 시스템의 최 , 최

소 허용 압을 만족하도록 선정하 으며, 류의 측정 범

는 국내 도시철도 변 소에 설치된 계통 보호용 CT의 

류 측정범 를 기 으로 최  14kA로 선정하 다[3]. 

3.2  직류용 스마트미터 요구사항  시작품

도시철도에 용되는 직류용 스마트미터는 직류 압, 

류  력량을 계측할 수 있는 력 미터링 기능과 향후 

시간 별 부하의 피크 력을 감시 제어하기 한 력량 

계측 기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철도의 각 피더

별 력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변 소로부터 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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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압

측정범
 2.0[kV]

(정 측정범 : 950∼2,000[V])

1차측/2차측 ±2,000V/±50mA

류 

측정범
14[kA]

(정 측정범  : 1,000∼2,000[A])

1차측/2차측 ±2,000A/±4V

표   1  직류용 압센서  류센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DC voltage and current sensor 

류를 공 하는 정방향 류와 동차의 정지시에 발생되는 

회생에 지를 타 피더의 동차에 공 하기 한 역방향 

류를 구분하여 계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계측 

오차는 일반 인 스마트미터 수 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의 시설물에 설치되어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표 2는 직류용 스마트미터의 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그림 4는 직류용 스마트미터 시작품과 RF통

신을 통해 원격에서 스마트미터의 계측 정보를 서버로 송

하기 한 수신기를 나타낸 것이다[4-5]. RF통신을 통해 무

선 통신거리는 1km까지 가능하며, 일반 으로 변 소의 최

 거리가 50m 내외이므로 무선으로 원격지에 데이터 송

이 가능한 거리이다.   

항목 사양

력 
력량

kVAh 단  측정

(순방향, 역방향 구분)

최 수요 력 W 단  측정

오차율 1% 이내

샘 링 2,500샘 /

표시화면 LCD : 6 digit

통신방식 RF 방식(무선), RS485(유선)

표   2  직류용 스마트미터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DC smart meter 

(a) 직류 스마트미터 (b) 무선수신장치

그림 4 직류용 스마트미터 시작품  무선수신장치

Fig. 4 Prototype of DC smart meter and wireless data 

receiver 

4.  성능시험  평가

4.1  압센서  류센서 계측오차 시험

표 1에서 제시한 직류용 압센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5개의 압센서 시료를 제작하여 측정값 범 의 직류 

0V∼2,000V의 압을 20% 간격으로 인가하여 출력값을 측

정하 다. 그림 5는 직류 압센서의 성능시험을 나타낸 사

진이다.

그림 5 직류용 압센서 성능시험

Fig. 5 Performance test of DC voltage sensor 

표 3는 직류용 압센서의 성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측정 구간 내에서 최  0.32% 오차가 발생하 으며, 

체 으로 평균 0.17% 오차가 발생하여 직류 압센서의 허

용범  내의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단  : mA]

  출력  
 

입력
[V]

NO1 NO2 NO3 NO4 NO5 평균값
평균
오차
[%]

2,000 49.858 50.082 50.052 49.842 49.821 49.931 0.14

1,600 39.866 40.124 40.049 39.852 39.85 39.948 0.13

1,200 29.892 30.029 29.989 29.849 29.875 29.926 0.24

800 19.863 20.08 20.026 19.924 19.924 19.936 0.18

400 9.918 10.016 10 9.949 9.958 9.968 0.32

0 -0.026 -0.053 -0.036 -0.027 -0.008 -0.03 0.03

표   3  압센서 성능시험 결과

Table 3 Performance test output of DC voltage sensor

직류 류센서의 경우에도 그림 6과 같이 직류 류센서

의 정 측정 범 내의 측정 정 도를 확인하기 해 5개의 

류센서 시료를 제작하여 0A∼±2,000A의 류를 20% 간

격으로 인가하여 출력값을 측정하 다. 실질 인 직류 

계통에서는 역행시 변 소로부터 동차로 정방향의 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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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V]

  출력  
 

입력
[mA]

NO1 NO2 NO3 평균값
평균
오차
[%]

10 400.55 401.21 400.98 400.91 0.23

15 601.21 600.98 601.54 601.24 0.21

20 802.01 801.65 802.11 801.92 0.24

25 1000.68 1001.88 1002.16 1001.57 0.16

30 1203.66 1201.29 1200.74 1201.90 0.16

35 1402.16 1401.91 1403.01 1402.36 0.17

40 1600.21 1600.54 1602.80 1601.18 0.07

45 1802.74 1803.25 1800.99 1802.33 0.13

50 2000.90 2000.11 2000.54 2000.52 0.03

표   5  직류 스마트미터 압계측 성능시험 결과

Table 5 Voltage measurement Performance test output of 

DC smart meter

흐르지만 동차 회생시에는 동차로부터 변 소로 역방향

의 류가 흐르므로 류의 방향을 고려하여 센서의 성능을 

검증하 다.

그림 6 직류용 류센서 성능시험

Fig. 6 Performance test of DC current sensor 

표 4는 직류용 류센서의 성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정 측정 구간 내에서 정방향의 경우에는 최  –0.51%

가, 역방향의 경우에는 최  -0.83% 오차가 발생하 으며, 

체 으로 평균 0.21% 오차가 발생하 다. 이는 실제 직류 

계통에서 역행 류  회생 류 발생으로 인한 류의 

방향과 무 하게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단  : V]

  출력  
 

입력
[A]

NO1 NO2 NO3 NO4 NO5 평균값
평균
오차
[%]

2,000 4.038 4.047 3.985 4.006 4.025 4.02 -0.51

1,600 3.229 3.236 3.188 3.205 3.219 3.215 -0.47

1,200 2.412 2.418 2.381 2.396 2.406 2.402 -0.11

800 1.609 1.612 1.587 1.597 1.601 1.601 -0.07

400 0.805 0.805 0.795 0.799 0.798 0.8 0.05

0 -0.007 -0.006 -0.006 -0.005 -0.009 -0.007 0.01

-400 -0.802 -0.811 -0.808 -0.806 -0.806 -0.807 -0.83

-800 -1.592 -1.612 -1.608 -1.603 -1.596 -1.602 -0.14

-1,200 -2.382 -2.414 -2.404 -2.399 -2.386 -2.397 0.13

-1,600 -3.18 -3.224 -3.211 -3.204 -3.186 -3.201 -0.03

-2,000 -3.973 -4.028 -4.01 -4.003 -3.978 -3.998 0.04

표   4  류센서 성능시험 결과

Table 4 Performance test output of DC current sensor

4.2  직류용 스마트미터 계측오차 시험

직류용 스마트미터의 계측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직류 

압센서와 류센서의 출력값을 입력으로 하여 입력 비 

출력 성능을 평가하 다. 압센서의 비율이 2,000V/50mA

이므로 50mA 입력시 2,000V 출력될 수 있도록 하 으며, 

류센서의 경우에도 ±2,000A/±4V이므로 ±4V 입력시 

±2,000A가 출력되도록 설정하여 3개의 직류용 스마트미터 

시료에 해 계측 성능을 평가하 다. 그림 7는 직류용 스

마트미터에 한 압 계측시험과 류 계측시험을 나타낸 

사진이다.

(a) 압 성능시험

(b) 류 성능시험

그림 7 직류용 스마트미터 압/ 류 성능시험

Fig. 7 Voltage/current performance test of DC smart meter

표 5는 직류용 스마트미터 압계측 시험 결과이며, 표 6

는 류계측 시험 결과이다. 압계측의 경우 압센서의 

입력 범  내에서 3개 시료에 한 평균 오차가 최  0.24%

이 으며, 류계측의 경우 정 측정  범  내에서 3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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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직류용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통합 성능시험

Fig. 8 Total performance test of DC smart metering system

에 한 평균 오차가 최  0.92%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류의 경우 실제 직류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행 류  회생 류의 류 방향에 무 하게 정확히 측정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 A]

  출력  
 

입력
[V]

NO1 NO2 NO3 평균값
평균
오차
[%]

4 1999.73 2002.92 2002.62 2001.76 0.09

3.2 1599.63 1604.36 1605.93 1603.31 0.21

2.4 1203.94 1201.88 1202.34 1202.72 0.23

1.6 801.60 802.99 802.65 802.41 0.30

0.8 401.37 401.24 399.36 400.66 0.16

0 -0.83 -1.49 -0.99 -1.10 0.11

-0.8 -403.41 -403.16 -404.53 -403.70 0.92

-1.6 -804.35 -803.96 -805.21 -804.51 0.56

-2.4 -1206.38 -1204.90 -1204.63 -1205.30 0.44

-3.2 -1604.21 -1601.71 -1602.84 -1602.92 0.18

-4 -2004.75 -2005.14 -2002.98 -2004.29 0.21

표   6  직류 스마트미터 류계측 성능시험 결과

Table 6 Current measurement Performance test output of 

DC smart meter

4.3  직류용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계측오차 시험

표 3 ∼ 표 6의 압센서, 류센서  스마트미터의 계

측오차 성능시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센서  미터기 자

체의 계측 오차가 허용 범 를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으로 그림 1에서와 같이 도시철도 직류 

계통에 직류용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을 용하기 해서는 

직류용 압센서, 류센서  직류용 스마트미터가 결합된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종합 인 성능평가를 해서는 센

서와 스마트미터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계측오차에 한 성

능평가가 이 져야 한다. 이를 해 그림 8과 같이 직류용 

압센서, 류센서를 직류 스마트미터에 연결한 후 3m 이

상 떨어진 곳에 무선데이터수신장치  데이터 취득 로그

램이 구 된 서버를 설치하여 평가시스템을 구성하 다. 

압센서와 류센서에는 임의의 직류 력공 장치를 연결하

여 임의의 직류 압  직류 류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입력된 직류 압  류값과 원격 서버에서 계측

한 출력값을 비교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표 7는 실제 도시철도 계통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압, 류조건을 설정하여 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시험 1

은 경부하 조건으로 류크기가 크지 않아 압 강하가 거

의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측정 오차는 최  0.5% 이내에

서 발생하 으며, 시험 2의 경우에는 차량 부하의 증가로 인

한 류가 증가하고, 압 강하가 발생한 경우로 최  

0.29% 이내의 오차가 발생하 다. 시험 3은 압센서, 류

센서의 최  정  측정범 인 2,000V, 2,000A에서의 오차로 

0.4% 이내의 오차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실제 

직류 계통의 부하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최  0.5% 

이내의 오차가 발생하 으며, 이는 직류 스마트미터링 시스

템의 성능 요구사항인 1% 이내의 계측오차를 만족함을 확

인하 다. 

시험 종류
력발생기

(입력)

원격서버

(출력)

평균오차

[%]

시험1

(경부하)

압[V] 1,500 1,496 0.27

류[A] 400 398 0.50

시험2

( 부하)

압[V] 1,200 1,197 0.25

류[A] 1,400 1,396 0.29

시험3

(최 계측범

)

압[V] 2,000 1,992 0.40

류[A] 2,000 1,996 0.20

표   7  직류용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통합 성능시험 결과

Table 7 Total performance test output of DC smart 

metering system 

5.  결  론

본 논문은 기존 도시철도 직류 고압 류 력계통에서 

용 가능한 직류용 센서  직류용 스마트미터의 요구사항

을 제시하고 시작품을 제작하 으며, 성능시험을 통해 직류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 다.

직류 센서의 경우 기존 직류 계통에 설치하기 해 홀

소자 방식의 코어 분리형 구조의 센서 구조로 제작하 으며, 

압센서의 경우 1차측과 2차측의 연을 확보하기 한 

연변압기를 활용한 분리 연방식이 용하 다. 직류 스마

트미터의 경우 역행 류  회생 류의 측정이 가능하며, 원

격에서 데이터 취득을 해 무선 방식을 채택하 다. 압

의 측정범 는 국제 규격인 KS C IEC 6085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류 1,500V(정격 압) 시스템의 최 , 최소 허용 압

을 만족하도록 선정하 으며, 류의 측정 범 는 국내 도시

철도 변 소에 설치된 계통 보호용 CT의 류 측정범

를 기 으로 최  14kA로 선정하 다. 

성능시험결과 직류 압센서의 경우 2,000V/50mA에 해 

평균 0.17%의 계측오차가 발생하 으며, 류센서의 경우 

양방향 류인 ±2,000A/±4V에 해 평균 0.21%이내의 계측

오차가 발생하 다. 직류 스마트미터의 경우에도 압센서, 

류센서의 출력에 해 최  0.92% 이내로 계측오차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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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 다. 한 실제 직류 계통에 용하기 한 직류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에 해 실 계통과 유사한 압, 류조

건에서도 0.5% 이내의 계측오차가 발생하 으며, 이는 직류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인 1% 이내의 계측오

차를 만족하 다. 

최종 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직류 스마트미터링 시스

템은 기존의 직류 계통에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

며, 향후 실 계통 시험을 통해 시스템 용성에 한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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