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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ailure point informing device" is that if a accident of short or ground occurs in electric 
railway it inform us of the distance to accident point. SeoulMetro, KRRI, 2ISYS have developed 
this device and installed in line no.4 substation Iy-Chon, Sam-Gakgi to test its performance. A 
line resistance will be measured to test this device in November.  

1. 서론
 1974년 8월 15일 개통된 서울메트로 1호선을 시작으로 1984년 5월 22일 2호선 전구간 개통, 
1985년 10월 18일 3,4호선이 완전개통 되어 서울지하철이 서울 대중교통의 중심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다.
 창립 30주년이 되는 2011년(7월말 기준) 서울메트로의 누적 운행거리는 5억 7천만 km를 기록
했으며, 누적 수송인원은 361억명을 넘어서고 있다.
 순환노선인 서울메트로 2호선은 서울의 주요 대학과 유흥가 및 사무실이 밀집한 공간을 통과하
는 동맥과 같은 노선으로 하루 이용승객이 2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호선 외선 남쪽구간(신도
림역 ~ 삼성역)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가 심해, 혼잡도 완화방안으로 열차운행시격을 2분 
30초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승객 혼잡도 완화 및 열차정시운행을 위해서는 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용차단기의 트립
횟수를 줄여야 하며, 급전회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는 사고전류를 신속히 검출하여 사고의 조기
북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류급전계통에서 고장점표정장치의 필요성과 고장점표정장치의 시스템 구성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 직류급전계통에서 고장점표정장치 필요성
 전기철도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장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장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장발생지점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므로 교류전기철도에서는 고
장점표정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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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직류전기철도 급전계통에서도 여러 형태의 고장점표정장치가 설치되어 상용화 및 
실용화 중에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일부구간에 운영되고 있으나, 직류전
기철도 최대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는 아직 고장점표정장치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직류전기철도에서 고장점표정장치 도입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열차정시운행 확보와 관련된
다. 전동차 운행지연 요인이 되는 전차선 급전차단기의 동작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전차단기의 
동작원인 규명 및 개선활동으로 전차선 급전지연 횟수를 줄여야 한다.
 서울메트로의 전차선급전용 차단기(1호선 ~ 4호선)의 동작현황(2010.1.1 ~ 2011.8.31)을 보
면 <표1>과 같다.

구 분 계

트립원인

차량고장
열차

과부하
기기고장

지장물

접촉

작업

부주의
기타

발생횟수 377[회] 377 241 50 6 6 68

발생비율 100[%] 63.9 13.3 1.6 1.6 1.6 18

<표1> 서울메트로 급전용차단기 동작현황(전기처 자료)
 표1에서 보듯 급전용차단기 트립원인은 차량고장이 63.9[%]로 가장 많고, 원인이 밝여지지 않
은 기타가 18[%]에 달한다.
 기타의 경우도 차량고장으로 추정되는 사고이나 고장차량의 승무원이 차량고장사실을 운전관제
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이다.
 급전용 차단기의 트립은 전동차 운행지연을 초래하므로 차단기의 동작원인을 최대한 빨리 밝여 
신속한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직류급전계통에 고장점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고장위치와 열차위치를 비교하여 기관사가 
열차고장을 인지하지 못해도, 관제소에서 열차고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열차정시운
행 및 향후 추진 중인 2분시격 운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차선로 운영 안정화와 관련된다. 서울메트로는 1974년에 개통되어 전차선로 
절연애자 등이 노후화로 부분적으로 열화 될 수 있으며, 지하구간의 환경특성상 습기가 많이 발
생하는 장소에서 습기에 의한 절연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하구간에서 전차선로의 절연저하로 지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장위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
다. 열차의 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애자 하나하나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확인해야 하는데, 시
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비효율적이며, 열차운행정지시간이 길어져 승객들의 불편이 커진다.
이런 경우 고장점표정장치가 고장구간을 축소시켜주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직류급전계통은 변전소간의 거리가 약 3km 이내로 짧아 고장구간을 찾는데 있어서는 긴 거리
를 급전하는 교류와 비교하여 쉽지만 대부분의 선로가 터널과 교량 등으로 사고 시 북구지원 인
력의 투입이 어렵고 사고지점의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직류급전계통도 고장점표정장치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서울메트로처럼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열차정시운행과 차내 혼잡도 완
화 등을 위해서 고장점표정장치가 필요하며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자 한다.

3. 고장점표정장치의 시스템 구성
직류급전시스템 고장점표정장치는 각 변전실에 전류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철내 광통신망을 
이용하여 DC고장점표정서버와 통신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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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고장점표정장치 시스템 구성도
 급전선의 전류감시는 기 설치된 DCCT 출력단(Transducer)을 이용하며 고장점표정장치의 연결
블럭도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고장점표정장치 연결 블록도
 고장점표정알고리즘은 그림3과 같다

<그림3> 고장점표정알고리즘
 서울메트로는 4호선 이촌변전실과 삼각지변전실에 고장점표정장치를 시범 설치하여 시험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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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고장점표정장치 설치 사진
4. 선로단락시험장치 제작

 직류급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단락사고 위치를 찾기 위한 고장점표정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고
의적으로 전차선과 레일을 단락시키는 시험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단락사고를 임의로 
발생시키면 과전류가 흘러 전력계통과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선로단락시험장치이다.
 선로선로단락시험장치는 DC Contactor, 제어 PCB 및 제어지, 저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결론
 고장점표정을 위해서는 변전소 내부저항과 급전회로 저항 등을 알아야 하므로, 기 제작된 선로
단락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고자 한다. 서울메트로에서 전차선로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는 계산에 의해서 구해진 선로정수를 이용하였으나, 금회 측정으로 보
다 정확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선로정수측정이 끝나면 고장점표정장치와 선로단락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고장점표정시험을 하게 
된다.
 국내에는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일부구간에 운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급전회로에 최적화된 고
장점표정장치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가의 수입비용과 기술적인 종속성 등의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어 국내 기술로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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