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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ghtning and Surge Protection of

DC Rectifier Circuit

                                  JEONG SEON YOUNG

Advisor : Prof. Pil Ju Ko, Ph.D.

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

Convergence

Industrial Technology Converg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DC rectifier circuit method is installed in the station and the station of 

the general line section operated by the diesel engine vehicle. Track 

circuits are designed to be classified into audible frequency (AF), 

high-voltage impulse, and DC power depending on the track 

environment, speed, and so on. The audio frequency (AF) track circuit 

method is used for the track circuit of the high speed line and the 

general line and the high speed line for the electric vehicle while the 

high voltage impulse track circuit method is mostly used in the station 

of the normal line section. The use of the track circuit is divided into 

a section of the railway which is supplied with stable power through a 

railway substation and a section of the railway which receives direct 

electricity from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n the 

non-electric section, there is no protection line and the single ground 

is used. However, in the area where there are many lightning strikes, 

there are many obstacles due to abnormal voltage inflow.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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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the DC circuit has been gradually de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ectric trains, research about the 

correlation of global warming and lightning has been done, increasing 

the damage of lightning resulted from the global warming. Damage has 

been increasing as the frequency of lightning increases resulted from 

the effect of warming.  In the railway signaling system, lightning 

damage to the signal equipment has increased more than in the past 

owing to control enhancement and miniaturization of the equipment by 

control using the control method using the microelectronic method in 

the control method by the conventional relay. Therefore, evaluation of 

delays and stoppages of trains due to lightning has become more 

difficult, and the importance of countermeasures for lightening damage 

has been increasing. These days, as the signaling equipment becomes 

electronic, the power and signaling equipment between the signaling 

equipment room and the external signaling equipment are connected 

with a communication cable. There are cases where lightning strikes 

the power, signal, and communication cables and it enters the signal 

equipment inside and outside the signal processing equipment room, 

causing the equipment to burn or malfunction.  

In this paper, we try to analyze the abnormal voltage input path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2 / 4V rectifier burned parts because 

the rectifier replacement ratio is 31.2% as a result of analyzing DC 

rectifier circuit fault. Also, it is aimed to propose a method of 

installing a DC circuit security device and a planar rectifier as a way 

to improve rectifier performance in response to an abnormal voltage 

input of DC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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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철도에서 운영중인 궤도회로는 레일을 전기회로로 이용하여 일정한 구간

내에 열차가 존재하면 차축이 레일을 단락시킴으로서 열차의 존재를 판단하

는 장치이다. 궤도회로는 선로환경, 운행속도 등에 따라 가청주파수(AF)방식,

고전압임펄스 방식, 직류전원방식으로 나누어 설계 된다. 가청주파수(AF)궤도

회로 방식은 전기차량을 운행하는 고속선 전 구간 및 일반선의 역과 역사이

궤도회로에 주로 사용하며, 고전압 임펄스궤도회로 방식은 일반선 구간의 역

구내에 대부분 사용한다.[1] 직류궤도회로 방식은 디젤기관 차량이 운행하는

일반선 비 전철구간의 역구내 및 역간에 설치한다. 궤도회로의 사용전원은

철도운행 노선에 따라 철도변전소를 통해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는 전철구

간과 한국전력공사 전주에서 직접 전기를 수전 받는 비전철 구간으로 나눈

다.[2-3] 전철구간은 보호선, 공동접지 등으로 신호설비의 이상전압 유입에

대한 방호를 하고 있으나, 비전철구간은 보호선이 없고 단독접지를 사용하고

있어 낙뢰가 많은 지역은 이상전압 유입에 의한 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노선은 주요간선인 전철구간이며 경전선, 교

외선 등 열차운행 횟수가 적은 구간은 대부분 직류궤도회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철화 확대에 따라 직류궤도회로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

세에 있으나 최근 들어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낙뢰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

구의 온난화와 낙뢰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낙뢰와 온도

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대지표면 온도가 1℃ 씩 증가할 때 낙뢰는 10～

100% 증가하며, 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증가하

는 추세이다.[4] 또한 직격뢰에 의해 건축물 외형의 파괴 및 내부의 전자, 전

기, 통신장비의 피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철도신호설비

는 기존의 릴레이에 의한 제어방식에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방식의 기술

을 사용한 제어로 제어 고도화 및 기기의 소형화로 과거보다 신호설비에 대

한 낙뢰 피해는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낙뢰에 의한 열차운행 지연·정지에 대

한 평가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뇌해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다. 최근에는 신호설비들이 전자화 되면서, 신호조작 기계실과 외부의 신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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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간의 전원 및 신호설비가 통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낙뢰가 전원, 신호

및 통신 케이블을 타고 신호조작 기계실 내부 및 외부의 신호설비로 유입되

어 장비를 소손시키거나 오동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5-6] 신호설비의

전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절연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인

대책은 각 기기를 제작하는 제작사측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장비간 배선인 내선과 외선의 접지선 분리 배선은 낙뢰 피

해 대책으로 기존 기구함과 장비에 적용이 곤란하다.

본 논문에서는 직류궤도회로 장애 분석 결과 정류기 교체 비율 31.2%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4V 정류기 소손부품을 조사 및 분석하여 이상전

압 유입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직류궤도회로 이상전압 유입에 대응

하기 위한 정류기 성능개선 방안으로 직류궤도회로 보안기 설치 방안 및 궤

도정류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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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A. 궤도회로

1) 개요

궤도회로는 설정된 폐색(Block) 구간에 열차가 운행중이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다음열차가 신호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설정된 폐색구간으로 진

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구간을 설정하여 열차를 제어하는 방

식을 고정폐색시스템이라 한다.[7] 그림 1은 궤도회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

으며, 궤도회로내에 열차가 진입하면 차축에 의해 전기회로의 단락 및 궤도

회로 자체의 고장시에도 계전기는 무여자되어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다른 열

차의 진입을 방지하고, 궤도회로내 열차가 없을 시 전원으로부터 흐르는 전

류에 의해 계전기가 여자되어 진행신호를 현시하게 된다. 궤도회로장치 대부

분의 설비는 현장에 설치되며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시 장애를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궤도회로장치는 장애 발생을 가급적

억제시킬 수 있고 유지보수 및 관리도 용이하며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귀

될 수 있는 궤도회로 방식별 특성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여야 한다.

그림 1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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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류궤도회로

현재 경전선을 비롯한 비전철 구간의 궤도회로는 그림 2와 같이 직류궤도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류궤도회로는 직류 전원을 이용하는 궤도회로로

궤도계전기는 직류궤도계전기를 사용한다. 정전에 대비하여 직류궤도회로의

전원은 부동식 충전 방식이 사용되며, 평상시에는 축전지에 충전된 전원을

정전이 되었을 때 사용 한다. 또한, 건널목 경보장치 등의 교류전원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신호보안장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직류궤도회로는 저항자, 축전지, 정류기, 쵸크, 궤도계전기로 구성되어 있

다. 궤도회로 방식에 따른 사용기기와 사용개소는 표 1과 같다.

그림 2 직류궤도회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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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궤도회로에 사용하는 기기

궤도회로

방식

송전측 착전측
사용개소

송전방식 한류장치 기타 계전기 회로방식

직류
궤도회로

DC 
2/4V, 5A

가변저항기 부동충전식
DC

바이어스 
궤도

복궤조 비전철구간
단선건널목용

DC바이어스
궤도회로 

궤도송신기
DC 1-16V

가변저항기
변압기

입력
AC 220V

DC
바이어스 

궤도
복궤조 비전철구간

고전압
임펄스

궤도회로

펄스전압 
660V
임펄스 
주파수 
3Hz

송신기
전압안정

기

임피던스
본드

(200A, 
430A)

임펄스
궤도 

계전기, 
수신기

복궤조
AC전철

구간

AF궤도
회로

(무절연)
궤도주파수 송신기

입력
AC 

220V
계전기 무절연

AC전철
구간

DC전철
구간

AF궤도
회로

(유절연)
궤도주파수 소형변압기 DC 24V 계전기 복궤조 AC전철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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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뇌와 서지

1) 뇌현상

뇌가 전기의 방전이라는 것을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지금

까지 뇌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정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뇌구름은 상층과 하층의 대기가 불안정한 층을 형성

할 때 발생하며, 뇌구름이 (-)전기와 (+)전기를 가진 구름이 가까이 접근하면

구름과 구름사이의 공기절연이 파괴되고 방전을 한다.[8-9] 이 구름들은 큰

전하를 가지고 있어 방전 시 강한 불꽃으로 인하여 빛과 굉음이 발생하며 이

러한 현상이 천둥과 번개이다. 또한 전기를 가진 구름이 지면 가까이 내려오

면 지면과 구름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낙뢰

이다. 낙뢰는 대부분 여름철에 발생하며 신호설비와 전차선로에 이상전압을

발생시켜 장비를 파손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낙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7～9월에 낙뢰의 70% 이상이 산간과 해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낙뢰의 대부분은 부극성이며 나머지는 정극성과 운뢰로 구성되어진다.

• 뇌격 전류크기가 40kA 이하로 약 90%를 차지한다.

2) 서지현상

서지란 전기선로나 회로를 통해 유입되며 급속히 증가하고 서서히 감소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낙뢰는 대용량의 서지전압과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

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시간마다 약 360,000회 정도의 낙뢰가 발생되

며 피크전류는 수kA에서 150kA로 20kA 내외가 약 50% 정도를 차지한

다.[10] 낙뢰는 형태에 따라 직격뢰와 유도뢰로 구분하며 직격뢰가 설비에 유

입될 경우 설비와 인명의 보호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직격뢰에 의한 피해는

적합한 보호개소에 피뢰침을 설치하여 1차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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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설비에 피해를 주는 대부분이 낙뢰일 경우 90% 이상이 유도뢰의 유입

에 의해 설비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직격뢰는 피뢰침이 설치되었을

경우 1차적 보호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서지를 대지로 방출하기 때문에 직접

적으로 시스템 및 기기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자장을 통해

방전된 낙뢰가 외부에 노출된 수・배전 선로와 통신 회선으로 20kV 이상의

서지를 발생하여 설비들을 소손시키는 것이다.[11-13] 특히 유도뢰는 외부에

노출된 설비만을 소손시키는 것만 아니라 전력・통신 케이블 선로를 타고 낙

뢰가 침입하여 설비들을 소손시키고 있다. 최근 반도체가 신호설비에 광범위

하게 적용됨에 따라서 서지에 의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의 집적도가 증가할수록 반도체 내부의 선폭이 작아지고 저전압을 사용하여

동작시키기 위해 전도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단락현상의 최고치

가 감소하여 신호기기는 내압과 서지 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3) 서지의 특성과 파형

순시 과전압의 특성은 지속시간이 8.4㎲보다 짧고 정현파와 지수함수적인

파형이며 서지의 특성은 지속시간이 8.4㎲보다 길고 구형파와 지수함수적인

파형이며 서지 크기의 90%가 표준동작 준위의 2배 보다 작다. 낙뢰에서 중요

한 것은 뇌전류로 그 파형값은 8×20㎲이다.[14-15] 이 파형값은 1960년경부터

유럽에서 서지보호기를 시험파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국제 표준규

격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유도뢰로 유입되는 서지 크기는 수십V～수천V까지

되기 때문에 지속시간 및 상승시간이 매우 빠르며 높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어서 신호설비에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대단히 크다. 유도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펄스 파형의 종류는 그림 3과 같다.[2] 전압파형의 경우

유도된 임펄스가 하강할 때 50%까지 도달되는 시간이 50㎲가 소요되며, 상승

하기 시작하여 최고치의 10%에서 90%까지 증가하는데 1.2㎲가 소요된다. 전

압파형은 전류파형에 비해 상승시간은 작은 편이나 지속시간은 전류에 두 배

이상이다. 전류 파형은 상승곡선의 10%에서 최대 전류치의 90%까지 8㎲가

소요되며 하강곡선의 50%까지 떨어지기까지 약 20㎲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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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도뢰로 인한 임펄스파형

4) 서지의 유입경로

서지의 발생원에 따라 전이되는 경로는 약간씩 다르다. 서지의 유입되는 경

로는 전원선과 통신선 및 접지 전위차의 발생에 의한 접지선과 제어케이블

및 안테나등을 통하여 유입된다.

a 전원 선로

전원선로는 낙뢰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전자기 결합의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낙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원선로에 접지선을 설치하지만

낙뢰의 영향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힘들다.

b 유도성 결합

전원선간의 유도성 결합과 데이타 전송로 사이의 유도성 결합도 과도전압

발생의 원인이 된다. 접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낙뢰라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압이 유도되며, 대지의 경우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로

매설된 케이블에도 가공 전선로와 같이 전자기기의 결합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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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철도 선로

대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레일은 전자기 결합의 안테나와 전송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레일에 직접 구성된 궤도회로장치에 대한 과도전압 현상

의 피해는 심각한 편이다.

5) 서지보호장치의 성능

전자기기 보호용 서지 보호 설비의 주요성능은 보호대상기기 종류 및 특성,

보호설비의 중요도, 설치장소, 서지크기, 방전전류크기, 교류 및 직류에 따라

결정된다.[16] 모든 서지 보호 설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생존성

서지 보호 설비가 설치된 개소에서는 낙뢰에 의한 고장이 발생해서는 안되

며, 서지 보호 설비는 전자기기들을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낙뢰

전류에도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매우 큰 임펄스 전류를 사용하여 생존성 시

험을 진행한다. 또 서지 보호 설비는 자체의 내구수명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

하여 적정한 교체주기로 교체되어야 한다.

b 서지보호기능

서지 보호 설비는 보호 대상설비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레벨로 과도서지

를 감소시켜야 한다. 보호기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통과전압으로

서 보호될 전자기기는 손상한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서지 보호 설비의 서지

통과전압이 보호대상 전자기기의 손상한계 이하이면 서지보호 기능에 이상이

없다. 또한 서지 보호 설비는 모든 도체사이 또는 동작모드에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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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립성과 환경영향

서지 보호 설비는 보호대상 전자설비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보호 대상설비

의 동작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서지 보호 설비는 보호 대상설비와 물

리적 그리고 규정상으로 양립성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양립성 부족의 예

는 데이터 선로용 서지 보호 설비가 매우 큰 저항을 가진 경우이다. 양립성

요구조건은 통신 및 데이터용, 고주파 신호 서지 보호 설비에 대하여 낮은

저항을 갖추어야 한다. 신호설비 특성상 옥외에 설치되는 서지 보호 설비는

기본적으로 온도와 습도 성능이 좋아야 한다.

d 고조파 영향

전자기기 부근에서는 수많은 고조파 발생원이 될 수 있다. 고조파 발생원에

는 차량 동력용 인버터, 정류장치, 회생제동장치, 에어컨 등이 있다. 또한 서

지 보호 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리액터와 캐패시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

로 대책이 필요하다.[19] 또 레일위에는 고전압의 전차선이 지나가므로 사고

에 의해 고전압이 궤도로 떨어지는 경우 높은 전압이 서지 보호 설비에 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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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뇌보호 시스템

1) 낙뢰의 개요

지표면이 강한 태양광에 의해 가열되고, 지표면 부근의 공기층도 가열되어

비교적 가벼워져 상승하거나, 한랭전선이 진입하여 따뜻한 공기의 밑으로 파

고들어 공기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표면의 경사에 의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이 냉각되어 물방울 및 얼음 입자가 형성되고 서로 부딪히면서 마

찰에 의해 낙뢰를 발생시키는 뇌운이 생성된다.[5]

그림 4 뇌운의 구조

내운 내의 전하분포는 하층부는 부(-)로 대전하고 상층부는 정(+)으로 대전

되며, 뇌운 하층의 일부는 정(+)의 전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운은

작은 구름으로부터 20km의 수평 거리가 넘는 것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며, 전

형적인 뇌운의 높이는 대개 8～12km 정도이고 얼음, 바람, 물 등이 혼재되어

있다. 정전하는 뇌운의 상부에 넓게 분산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부전하는 뇌

운 중에 기둥모양으로 분포한다. 뇌운의 주된 전하 구조는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기쌍극자 구조로 특징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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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뇌운의 특징

항목 하절기 뇌운 동절기 뇌운

뇌운 최하부의 지상 높이[km] 1.2 0.3

전하량[C] 0.2~20 0.1~3×10
3

전압[MV] 약 102 약 10~102

정전에너지[kJ] 약 10
6

약 10
2
~10

8

생성된 뇌운은 대지와 구름의 하부 사이는 약 0.3～1.2km가 되는데, 이러한

뇌운의 전계강도에 의해 구름과 대지 사이에 발생되는 현상이 낙뢰이며 이때

흐르는 전류가 낙뢰 전류이다. 이때 순간적으로 낙뢰 전류에 의해 공기가 가

열되어 팽창하는 소리가 천둥이다. 뇌서지는 일반적으로 임펄스 형태의 과전

압이 전류에 의해 유기되며, 시설물의 신호설비에 침입하는 경로는 전원선,

신호선, 접지선 등을 통하여 전도되는 경우와 시설물 공간의 방사에 의해 전

달된다.[20] 그러나 뇌서지는 독립적인 형태보다는 복합적인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뇌의 발생은 순간적인 대전류 방전으로 인해 공기의 절

연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큰 전하가 어떤 공간에서 국부적으로 존재

할 때 발생한다. 이때 지표면에서는 뇌운 하부의 음전하의 영향으로 양전하

가 축적되므로 두 전하 사이에 방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낙뢰 또는 직

격뢰라고 한다. 뇌방전에 의한 발광 특성은 대기 중의 섬광처럼 보이며, 낙뢰

는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며 대개 운방전은 섬광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으로 보인다. 뇌운과 대지사이의 대기의 절연파괴로 인해 도전로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낙뢰는 뇌운의 정(+)전하 또는 부(-)전하가 대지에 방출되어 중성으

로 되는 과정을 플래쉬라고 하며, 지속 시간은 0.01～2초 이다. 플래쉬는 여

러 종류의 방전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로크라고 불리는 3～4개 정도

의 펄스 형태로 나타나는 피크전류가 포함되어 있다. 부극성 낙뢰가 진전하

는 과정 동안 발광 특성을 개략적으로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계단상 리더가

대지 가까이에 근접하였을 때 대지로부터 상향의 스트리머 방전이 발생하여

하향 리더와 만나는 순간 대지로부터 다량의 전하가 계단상 리더의 도전통로

의 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주입되도록 귀환 뇌격(lightning return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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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뇌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된다. 뇌방전 사진을 그림 6에 나타내였으며, 계

단상 리더의 진전과정에 대한 특성을 표 3에 정리 하였다.

그림 5 낙뢰의 진전과정

(a) 낙뢰 (b) 운방전

그림 6 뇌방전

표 3 계단상 리더의 특성

항목 하절기 낙뢰 동절기 낙뢰

진전속도[m/s] (1~26)×105 (1~5)×105

전하밀도[C/m] 10-3~10-1 10-2~10-1

전류[A] 102~105 -

리더사이의 시간간격[㎲] 30~125 27~300

2) 낙뢰피해 발생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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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설비 등 장비에 피해를 초래하는 관점에서 낙뢰를 분류하면 직격뢰, 유

도뢰, 역류뢰 등으로 나뉜다. 직격뢰는 뇌운의 방전이 직접적으로 설비에 인

가되는 것을 말하며, 송배전선 및 무선기기의 안테나 등으로 주위의 건축물

과 비교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직격뢰를 받을 위험성이 증가한다. 반대

로, 그 외의 신호설비들은 직격뢰에 의한 피해 확률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직격뇌은 뇌의 에너지를 직접 받으므로 장비는 열에 의한 손상이나 기계적

파괴가 발생 할 수 있다.[21-22] 설비의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뢰침

등을 설치하고, 설비를 낙뢰에서 차폐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호 방법이다.

그림 7 유도뢰

그림 8 역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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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뢰는 그림 7과 같이 뇌구름에 의해 대지에 방전시 케이블이나 기기 등

에 정전유도 또는 전자유도로서, 뇌서지 전압의 발생 및 뇌서지 전류가 전파

된다. 역류뢰란 그림 8과 같이 신호기기 근처의 대지나 구조물에 뇌격할 경

우 신호기기와 뇌격점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이에 의해 접지 또는 케이블을

통해 서지전류가 유입 되는 것을 말한다. 유도뢰와 역류뢰가 발생하는 뇌서

지 전압에 의한 기기의 절연파괴, 뇌서지 전류에 의한 기기의 소손 및 기기

오작동 등이 우려된다. 신호설비와 같이 동작 전압이 낮은 설비들의 낙뢰피

해 대책은 주로 유도뢰와 역류뢰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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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궤도정류기 이상전압 원인분석

A. 일반현황

1) 직류궤도회로 설치 및 장애 현황

a 직류궤도회로 설치 현황

직류궤도회로는 비전철구간에 사용하며 안정적이 전원 공급이 어려워 한전

의 전주에서 직접 입력 전원을 수전 받게 된다. 또한, 정전 등에 대비하여 축

전지를 설치하여 정전시 일정시간 동안 궤도회로를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설치된 직류궤도회로의 본부별, 선구별

설치현황은 표4, 5와 같다.

표 4 본부별 직류궤도회로 설치 현황

본부별 설치수량 입력전압(AC) 출력전압(DC) 비 고

서울 105 220V 4V

수도권서부 56 220V 4V

수도권동부 136 220V 4V

대전충남 68 220V, 110V
⁕

4V ⁕ 장항선 웅천역

대구 186 220V, 110V⁕ 4V ⁕ 대구선 구내 접근궤도

부산경남 580 220V, 110V⁕ 4V ⁕ 동해 남부선 남창역

전남 185 220V 4V

광주 74 220V 4V

충북 30 220V 4V

경북 266 220V 4V

강원 10 220V 4V

합계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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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궤도회로의 총 수량은 1,696개소로 광주본부는 경전선에 설치되어 있고

경북본부는 경북선에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궤도정류기의 입력전압(AC)은

일부 역을 제외하고 220V를 사용하고 있으며 출력전압(DC) 또한 4V 만을

사용하고 있다.

표 5 선별 직류궤도회로 설치 현황

선별 설치수량 입력전압(AC) 출력전압(DC) 비 고

중앙선 122 220V 4V

장항선 63 220V, 110V⁕ 4V ⁕ 웅천역

경전선 301 220V 4V

동해선 239 220V 4V

경북선 186 220V 4V

경의선 26 220V 4V

경원선 130 220V 4V

교외선 79 220V 4V

대구선 28 220V, 110V⁕ 4V ⁕ 역구내 접근 궤도회로

기타선 522 220V, 110V⁕ 4V ⁕ 동해 남부선 남창역

합계 1,696 220V 4V

b 장애현황

직류궤도회로 장애현황은 정류기 고장이 많은 경북본부를 비롯한 지선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궤도회로 장애건수는 총 77건으로 이중 궤도정류기 교체

건수는 24건으로 31.2%를 차지하며 많은 건수의 장애를 기록하고 있다.



- 18 -

2) 궤도정류기 운용현황 조사

궤도회로는 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입출력 전압 등 39개 항목에 대해

그림 9와 같이「2/4V 정류기 현장점검 절차서」를 작성하여 경북본부 등 5개

지역본부에 대해 샘플 조사 하였다.

a 현장 설비조사

- 조사기간 : 2018. 3 .12. ～ 4. 27.

- 조사대상 : 경북본부 외 4개본부 24개소

- 조사방법 : 절차서에 따라 시행

⇒ 점검항목 : 입·출력 전압 등 39개 항목

그림 9 2/4V 정류기 현장점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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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장조사 결과

표 6은 경북본부 외 5개 본부 24개소의 직류궤도회로 현황조사중 지역본부

별 2가지 궤도회로 측정결과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2/4V 정류기의 제품

명칭은 ‘S0405’로 정격은 4V, 5A의 용량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출력측 휴즈용량(DC)은 0.3A～6A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축전

지는 2V, 36Ah의 연축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규격이나 제조사에서 36Ah 연

축전지 생산을 중단하여 연축전지 2V/100Ah, 니켈카드뮴 축전지 3.6V/40Ah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c 기타

궤도정류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나 고장시 정류기 부품 또는 PCB 보드를

구입하여 자체 보수 후 재사용 하고 있어 내구연한을 넘은 노후화 및 정상적

인 성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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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현장 설비조사 결과

구 분

서울 부산경남 충북 경북 강원

운천

NT

운천

MT

삼양

사상

T

온양

역0

2T

동남

AT

선평

AT

103C

T

104H

T

동해

~BT

삼화

DT

전원 고배 고배 한전 고배 한전 한전 한전 한전 한전 한전

입력

전압

(V)

219.5 216.9 221.5 221 214.2 225 226 226.7 226.8 227

입력

전류

(A)

0.04 0.05 0.03 0.04 0.1 0.3 0.3 0.34 - -

휴즈

용량

(AC)

3 3 3 3 5 3 8 5 5 5

휴즈

용량

(DC)

6 6 1 1 5 5 0.3 2 5 5

출력

전압

(V)

4.2 4.15 4.05 4.44 4.22 4.31 4.58 4.48 4.5 4.62

출력

전류

(A)

0.4 0.4 0.04 0.22 0.3 0.2 0.12 0.14 0.4 0.3

축전

지전

압(V)

4.23 4.32 4.04 4.42 4.21 4.27 4.51 4.47 4.5 5.46

축전

지전

류(A)

0.8 0.7 0.03 0.2 0.2 0.12 0.12 0.12 0.3 0.3

축전

지용

량

1.2V

40AH

1.2V

40AH

2H40

-30L10

2V

36AH

1.2V

50AH

1.2V

50AH

2V

100AH

2V

100AH

1.2V

40AH

1.2V

40AH

기타

(DC

보안기)

- - - - S14P
ST

0405
- -

GSS

-1SS

GSS

-1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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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뢰 발생 현황

궤도정류기 고장 원인 중 이상전압에 의한 장애 원인인 낙뢰에 의해 발생

된 뇌 서지의 영향으로 직류궤도회로 2/4V 정류기 소손 및 기능 장애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서지에 의한 이상 전압,

전류의 유입방지와 신호설비의 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a 최근 10년간 낙뢰발생 횟수

그림 10은 최근 10년간 낙뢰 발생 횟수로 2017년에 발생한 낙뢰는 약

316,679회로 최근 10년간 평균값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그림 10 최근 10년간 낙뢰 발생 횟수[24]

b 전국 월별 낙뢰 발생 횟수

그림 11은 2017년 월별 낙뢰발생 횟수 중 전체 발생 횟수의 369,425회로

85%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하였으며, 7월의 경우 낙뢰 발생 횟수가 184,544

회로 2017년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였다, 9월의 경우 낙뢰 발생 횟수는 약

5,780회로 2017년 전체의 약 10%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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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7년 전국 월별 낙뢰 발생 횟수[24]

c 광역시·도 별 낙뢰 발생 횟수

그림 12는 2017년 광역시・도 별 낙뢰 발생 횟수는 전라남도가 85,305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2017년 전체 낙뢰 발생 횟수의 27%를 차지하였다. 가

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685회가 발생하였다. 월별 광역시·

도 별 낙뢰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던 7월의 경우 전라남도가 61,846회로 7월

전체 낙뢰 발생 횟수의 33%를 차지하였다.

그림 12 2017년 광역시·도 별 낙뢰 발생 횟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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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애분석

겨울철에는 낙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데이터를 분석하기 어려워 기존 2016

년～2017년 경북본부 경북선 예천～어등 구간에서의 궤도정류기의 장애 내용

및 분석 자료를 근거로 소손 개소를 분석하였다.

1) 장애 내용 및 분석 사례

a 장애 발생 내용

2016.5.28 예천～어등 구간에 낙뢰가 그림 13, 14와 같이 발생 하였다. 낙뢰

의 크기는 최대 10kA～50kA 사이의 큰 낙뢰가 최대 10시간 정도 지속 된 것

으로 확인 되었다. 낙뢰로 인해 발생된 피해 현황은 표 7과 같다.

그림 13 낙뢰 세기별 분석도 그림 14 낙뢰 시간별 분석도

표 7 피해 점검 내용

개 소 보안기 파손기기 내용

202T(송전)
SB-PB40C/2A320

(전원회로)
보안기 파손
정류기 파손

전원측으로 침입한 
뇌서지로 보안기 교체

204AT(착전) ST0405(궤도회로) ×
서지카운터 165회
보안기 상태 양호

204AT(송전)
SB-PB40C/2A320

(전원회로)
×

교체 경고등 점등
서지카운터 11회

204AT(송전) ST0405(궤도회로) ×
서지카운터 117회

보안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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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애 원인 분석

� 202T 송전단

정류기가 파손된 송전단 전원용 보안기의 원인은 전원선으로 유입된 간접

뢰에 의해 보안기가 파손되면서 보안기를 교체하여 운용 중이던 보안기 제품

이 서지 카운터 이상으로 점검 진행 결과 주요 제한 소자의 파손 현상이나

누설 이상은 없으나, 서지 카운터 회로의 소자가 파손되어 동작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파손부분은 접점출력(4-20mV) 입력측으로 PCB 패턴

소자 소손 및 IC등의 파손이 의심되며, 발생 원인은 접점 출력 단자에 입력

되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 204AT 송, 착전단

그림 15와 같이 204AT 송, 착전단측에는 파손된 신호제어설비는 없으나

궤도용 보안기의 서지 카운터가 117(송전), 165(수전) 동작하였고 절연저항

검사결과 송전단 설치 보안기 내부소자의 누설현상이 확인되어 상태가 심한

송전단의 보안기를 교체 하였다.

그림 15 204AT 송전단 전원 및 궤도회로용 보안기

� 205T 송전단 정류기 파손

205T 송전단의 AC 입력부 차단기의 Fuse가 끊어지고 정류기가 파손된 점

으로 볼 때 전원으로 간접뢰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원용 보안기의 서

지 카운터가 동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파형

계측기를 설치하여 전원 상태를 측정하였으며, 파형 계측기 측정 결과 입력

되는 AC 220V 전원이 최저 153～230V까지 불안정하게 측정됨을 확인하였

고, 이러한 현상이 정류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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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 서지 유입경로 분석

직류궤도회로 2/4V 정류기에 유입되는 서지의 종류는 크게 유도뢰와 간접

뢰에 의한 뇌 서지로 구분할 수 있다.

a 유도뢰

그림 16과 같이 대지에 낙하된 서지는 철도궤도를 타고 유입하여 송전단의

정류기 출력측에 있는 정류 다이오드를 파손시키며, 착전단으로 유입된 서지

는 궤도계전기 2/4V 정류기 접점의 융착 및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된다.

그림 16 유도뢰 유입경로

또한, 기능개선 궤도정류기에 대한 시험부설 중 뇌 서지 유입으로 궤도정류

기용 DC보안기가 소손되어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접지를 통해 유도뢰가

유입되어 보안기가 소손된 것을 확인 하였다. 시험개소는 건널목 제어 유니

트와 궤도정류기의 접지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널목 제어 유니트 입력

전원(한전)의 간접뢰가 보안기를 통해 대지로 흘러가며 접지선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궤도정류기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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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접뢰 유입

그림 17과 같이 송전 선로에 유입된 뇌 서지가 전원선을 타고 전도되어 궤

도계전기 2/4V 정류기의 전원 AC 220V에 입력부 트랜스를 파손 등의 장애

가 발생하였다.

그림 17 간접뢰 유입경로



- 27 -

Ⅳ. 궤도정류기 기능개선 대책

궤도정류기는 비전철구간의 직류궤도회로에 사용하는 장치로서 한국전력공

사의 전주에서 전원을 수전받아 사용하고 있고, 출력측은 레일에 접속되어 있

어 낙뢰 등 이상전압 유입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선로변에 설치되는 건널

목 제어 유니트의 정류기는 서지 보안회로가 삽입되어 이상전압에 대한 내력

이 크며, 출력 또한 부동충전을 사용하고 있어 부하측과 축전지가 분리 되어

있는 등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그러나 궤도정류기는 선로변의 열악한 조

건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나 이상전압에 대한 성능조건이 없는 실정이다.

A. 개선 대책

1) 성능개선

궤도정류기는 연동장치용 정류기와 달리 운용환경이 열악한 선로변에 설치

되므로 서지 및 환경 특성에 대하여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 서지성능시험 보완

서지시험과 관련하여 KS C IEC 61643-11:2012 저압 서지 보호 설비 –제

11부 : 저압전력계통의 서지 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및 KS C IEC

61643-21:2007 저전압 서지 보호 설비-제21부 :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장치(성능요건 및 시험방법)을 검토한 결과 궤도정류기는 단말설비로 성

능시험 규격 Class Ⅲ를 적용하고 전압파 6kV, 전류파 3kA로 시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b 부하시험

부하시험은 일반장비에 6시간, 9시간, 12시간, 24시간, 72시간 등을 사용하

고 있으나 궤도정류기의 축전지 충전률을 고려하여 부하시험시간 24시간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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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시험

궤도정류기는 선로변에 설치되므로 철도시설규칙에서 요구하는 환경요건에

따라 부하시험 온도 -40℃ ～70℃, 습도는 10～99%를 적용하였다.

d 리플노이즈

기존 맥동전압은 RMS 값으로 맥동전압의 평균값을 측정하므로 정류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노이즈의 성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으

며, 개선된 궤도 정류기는 리플노이즈에 대한 값으로 반영하여 노이즈에 대

한 성분을 포함하여 성능 시험을 하도록 변경하였다. 리플노이즈는 일반적으

로 정격 전압의 1%를 적용하므로 4V에 대한 1%인 40㎷p-p로 적용하였다.

e 출력변동률

출력변동률의 당초 ±1%로 2V 정류기에 적용할 경우 0.02V 이다. 이 값은

일반계측기의 오차율인 0.1% 이내에 해당하는 값으로 현실화가 필요하여 출

력변동률을 ±0.1V 로 조정하였다.

f 입력 및 출력전압 통일

궤도회로에 사용되는 전압은 대부분 AC 220V를 사용하고 특별히 바이어

스 궤도회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AC 110V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류궤도회로 구간은 대구선 일부를 제외하고 AC 220V를 사용하고 있다. 또

한 출력전압 2V는 50M 미만의 짧은 궤도회로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

는 곳이 없는 곳으로 조사되어 입력전압 AC 220V, 출력전압 DC 4V 전용으

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g 미니어처차단기 적용

궤도정류기 정밀점검 결과 유리관 휴즈에 정격 휴즈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복구를 위하여 유리관 휴즈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유리관

휴즈와 토클스위치를 통합할 수 있는 미니어처차단기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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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접지회로 분리

선로변에 설치되는 궤도정류기는 이상전압에 취약하여 출력부는 접지에 분

리하고, AC측은 한전의 다중접지방식에서 전원이 입력됨을 고려하여 기존

방식을 유지 하였다.

I 충전관련 기능 삭제

궤도정류기는 부하단자에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하므로 별도의 부동충전 기

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충전에 대한 내용은 삭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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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궤도정류기 성능시험

궤도정류기 성능시험은 그림 18, 19와 같이 현재 운용중인 궤도정류기와 시

험제작한 정류기의 성능 비교 및 시험을 진행하였다.

1) 시험개요

궤도정류기의 소손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하고자 AC(1차 유입경로) 및

DC(2차 유입경로)의 보안기(서지 보호 설비)를 분리한 후 축전지(4V/36Ah)

가 노후화하여 장시간 방전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일정시간 방전한 후 서지

시뮬레이터에 의해 서지유입량을 증가하면서 정류기의 소손 및 원인을 분석

하였다.

‣시험시료 : 3종

- 시료1 : 사용중인 제품, 제조년월 06년 5월

그림 18 시료1 전면 및 내부 사진

- 시료2 : 기능개선 제품(보안기 제외), 제조년월 16년 2월

그림 19 시료2 전면 및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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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조건 : 3종류의 시료를 1kV(1.2/50㎲, 8/20㎲) ∼ 6kV(1.2/50㎲, 8/20

㎲) 로 10분 간격으로 10회씩 1차측과 2차측에 서지 유입량을 5kV 단위로

증가 하면서 정류기의 소손 여부를 확인한다.

‣계측장비

- 서지시뮬레이터(LSS-6130)

- 과전압 프로브(Tektronix P6015A) 및 오실로스코프(Tektronix TDS2024)

그림 20 서지시뮬레이터

그림 21 과전압 프로브 및 오실로스코프

2) 시료1(기존제품) 시험

그림 22는 서지시뮬레이터 시험 모습으로 시료1은 경북본부 경북선을 비롯한

지선에 사용중인 궤도정류기로 내부 정류 회로로 측정 및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2 시료1 서지시뮬레이터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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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원(입력)측 서지인가 시험 파형

표 8 전원(입력)측 서지인가 시험 파형

서지인가전압 입력파형 출력파형 결 과

1KV

(1.2/50㎲, 8/20㎲)
정 상

Vpp= 1.26KV Vpp= 8.8V

1.5KV

(1.2/50㎲, 8/20㎲)
정 상

Vpp= 1.98KV Vpp= 8.2V

2KV

(1.2/50㎲, 8/20㎲)
정 상

Vpp= 2.54KV Vpp= 9.4V

2.5KV

(1.2/50㎲, 8/20㎲)
정 상

Vpp= 2.62KV Vpp= 10.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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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원(입력)측 서지인가 시험 결과

그림 23은 전원측 서지인가 시험으로 시료1 입력측에 서지유입량을 증가하

면서 시험한 결과 4kV(1.2/50㎲, 8/20㎲) 2회차 서지 인가 시 내부 부품이 소

손 되면서 출력 불량이 발생하였다.

그림 23 정상동작(좌) 사진 및 고장발생(우) 사진(출력전압 없음)

c 부하(출력)측 서지인가 시험 파형

표 9 부하(출력)측 서지인가 시험 파형

서지인가전압 입력파형 출력파형 결 과

1KV

(1.2/50㎲, 8/20㎲)
정 상

Vpp= 40V Vpp= 328V

1.5KV

(1.2/50㎲, 8/20㎲)
정 상

Vpp= 66V Vpp= 632V

2KV

(1.2/50㎲, 8/20㎲)
정 상

Vpp= 66V Vpp= 792V

2.5KV

(1.2/50㎲, 8/20㎲)
정 상

Vpp= 66V Vpp= 1.1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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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인가전압 입력파형 출력파형 결 과

3KV

(1.2/50㎲, 8/20㎲)
정 상

Vpp= 74V Vpp= 2.48KV

3.5KV

(1.2/50㎲, 8/20㎲)
정 상

Vpp= 74V Vpp= 3.72KV

4KV

(1.2/50㎲, 8/20㎲)
고장발생

Vpp= 21.6V Vpp= 3.76KV

d 부하(출력)측 서지인가 시험 결과

시료1 출력측에 서지유입량을 증가하면서 시험한 결과 4kV(1.2/50㎲, 8/20

㎲) 3회 서지 인가 시 내부 부품이 소손되면서 출력 불량이 발생하였다. 그림

24와 같이 소손된 다이오드 및 IC 소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시료1 소손 부품



- 35 -

3) 시료2(개선품) 시험

그림 25는 서지시뮬레이터 시험 모습으로 시료1은 경북본부 경북선을 비롯

한 지선에 사용중인 궤도정류기로 내부 정류 회로 기판의 소손으로 개선품을

제작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5 시료2 서지시뮬레이터 시험 모습

a 전원(입력)측 서지인가 시험 파형

표 10 전원(입력)측 서지인가 시험 파형

서지인가전압 입력파형 출력파형 결 과

1KV

(1.2/50㎲, 8/20㎲)
정 상

Vpp= 1.24KV Vpp= 10.4V

1.5KV

(1.2/50㎲, 8/20㎲)
정 상

Vpp= 1.84KV Vpp= 15.2V

2KV

(1.2/50㎲, 8/20㎲)
정 상

Vpp= 2.60KV Vpp= 17.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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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인가전압 입력파형 출력파형 결 과

3KV

(1.2/50㎲, 8/20㎲)
정 상

Vpp= 3.72KV Vpp= 32V

3.5KV

(1.2/50㎲, 8/20㎲)
정 상

Vpp= 4.4KV Vpp= 38.4V

4KV

(1.2/50㎲, 8/20㎲)
정 상

Vpp= 5KV Vpp= 52V

4.5KV

(1.2/50㎲, 8/20㎲)
정 상

Vpp= 5.52KV Vpp= 54.4V

5KV

(1.2/50㎲, 8/20㎲)
정 상

Vpp= 6.16KV Vpp= 108V

5.5KV

(1.2/50㎲, 8/20㎲)
정 상

Vpp= 7.24KV Vpp= 68V

6KV

(1.2/50㎲, 8/20㎲)
정 상

Vpp= 7.44KV Vpp= 84.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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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원(입력)측 서지인가 시험 결과

그림 26은 시료2 입력측에 서지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서지유입량을 증가하

면서 시험한 결과 6kV(1.2/50㎲, 8/20㎲) 10회 서지 인가시 내부 부품 소손 없

이 정상 동작하였다.

그림 26 시료2 정상동작(좌) 및 서지시뮬레이터(우) 전압(6kV) 인가

c 시료2 부하(출력)측 서지인가 시험 파형

표 11 부하(출력)측 서지인가 시험 파형

서지인가전압 입력파형 출력파형 결 과

1.5KV

(1.2/50㎲, 8/20㎲)
정 상

Vpp= 24V Vpp= 472V

2KV

(1.2/50㎲, 8/20㎲)
정 상

Vpp= 28V Vpp= 720V

2.5KV

(1.2/50㎲, 8/20㎲)
정 상

Vpp= 28V Vpp= 992V

3KV

(1.2/50㎲, 8/20㎲)
정 상

Vpp= 28V Vpp= 1.0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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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인가전압 입력파형 출력파형 결 과

3.5KV

(1.2/50㎲, 8/20㎲)
정 상

Vpp= 20V Vpp= 1.36KV

4KV

(1.2/50㎲, 8/20㎲)
정 상

Vpp= 15V Vpp= 2.02KV

4.5KV

(1.2/50㎲, 8/20㎲)
정 상

Vpp= 17V Vpp= 2.20KV

5KV

(1.2/50㎲, 8/20㎲)
정 상

Vpp= 25V Vpp= 2.60KV

5.5KV

(1.2/50㎲, 8/20㎲)
정 상

Vpp= 50V Vpp= 2.66KV

6KV

(1.2/50㎲, 8/20㎲)
정 상

Vpp= 96V Vpp= 4.52KV

d 시료2 부하(출력)측 서지인가 시험 결과

시료 2 부하측에 서지유입량을 증가하면서 시험한 결과 6kV(1.2/50㎲, 8/20

㎲) 10회 서지 인가시 내부 부품 소손 없이 정상 동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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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전지 과방전에 의한 과부하 스트레스 분석

a 시험 개요

궤도정류기의 소손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그림 27의 시험 블록도

와 같이 AC(1차 유입경로) 및 DC(2차 유입경로)의 보안기(서지보호장치)를

분리한 후 축전지(4V/36Ah)가 노후하여 장시간 방전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일정시간 방전한 수 과부하에 의한 정류기 소자의 스트레스에 의한 소손 여

부를 분석 하였다.

그림 27 축전지 과방전후 과부하 시험 블록도

b 시험 결과

그림 28과 같이 과부하 시험을 진행 하였으며 축전지(4V/36Ah)를 10시간

방전 후 현장조건과 유사하게 0.6A 부하와 축전지를 병렬 연결하여 시험한

결과 정류기는 축전지 과방전에 의해 과부하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어 부품

과열현상(110℃ 상승)이 나타났지만 부품은 소손되지 않고 정상 동작 하였다.

그림 28 48시간 과부하 시험 상태(좌) 및 96시간 과부하 시험 상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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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시험

궤도회로는 선로변에 설치되는데 여름철에는 40℃ 이상의 열기가 발생한다.

궤도회로 정류기는 철로 된 기구함내에 설치하게 되는데 함내 온도는 70℃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류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열에 취약한 IC 소자가

포함되어 있어 최대 온도시험을 시행하였다.

a 시험 결과

그림 29와 같이 온도계를 IC 방열판 후면에 부착하여 정류기 최대부하에서

온도를 측정하였다. 상온에서 방열판의 최대 온도는 108℃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온도상승시험의 값으로 반도체 소자는

70deg, 변압기는 90deg로 선택하고 변압기 절연의 내열성 등급을 ‘H’ 종으로

반영 하였다.

그림 29 온도측정(IC 방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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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직류궤도회로에 사용하는 2/4V 정류기의 이상전압 보호성능 개

선을 위해 정류기 소손개소를 분석하여 이상전압 유입 경로를 추정하고 정류

기 표준규격, 사용소속 및 제작사 등에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 현

황 수집 및 운용 환경 분석을 위해 직류궤도회로에 대해 정밀점검을 선별 시

행하였다. 경북본부를 비롯한 지선의 경우 직류궤도회로 장애 77건중 2/4V

정류기 교체건수는 24건으로 31.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소속에서 정류기의 과전류 보호를 위해 설치한 휴즈의 정격용량을 준수하지

않았다. 신호부동정류기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서(KRCS C027 04)은 2/4V,

24V, 60V 정류기에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작은 전압을 출력하는

2/4V 정류기에 대해 불필요한 제한조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24V, 60V

정류기는 실내에 주로 설치하는 반면 2/4V 정류기는 열악한 환경의 선로변에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온·습도, 최대 부하시험, 서지내성 시험 등에 대한

성능검사가 요구 된다. 정류기의 효율적 내부 구성을 위해 현재 사용하지 않

는 출력 DC 2V 및 입력 AC 110V에 대한 기능 제거 및 정격휴즈 미사용에

대한 근본 해결로 전면에서 취부가 가능한 미니회로차단기 적용이 필요하다.

정류기의 AC 입력전원은 인접한 건널목 제어 유니트에서 공급 받게 되며,

이 전원은 한전 전주에서 직접 수전하므로 이상전압으로부터 취약하므로 건

널목 제어 유니트 및 정류기 입력단에 보안기(Surge Protective Device)를 설

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축전지 과방전 후 정류기 최대부하 충전에 의한 정류

기 파손은 축전지 72시간 충전시험에서 보듯이 상관관계가 적을 것으로 확인

하였다. 2/4V 정류기 이상전압 보호성능 개선 대안으로 정류기 서지 성능시

험 시행, 입력 AC 110V, 출력 DC 2V와 같은 불필요한 기능 삭제, 휴즈 및

토클 스위치 대용으로 미니회로차단기 적용, 실제 구현이 어려운 제작 요구

사항을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2/4V 정류기를 수용하고 있는 기구함은

대부분 접지저항이 높은 3종이며 정류기와 기구함간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보안기는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서(KRCS C286)에 따라 입력

측은 AC용(S200), 출력측은 DC용(S24B)의 병렬접속형 보안기에 접지선을 하

지 않고 설치할 경우 이상전압으로부터 정류기를 충분히 보호 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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