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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ic railway cars are operated by high voltage supply through the catenary wire. Also, 

numerous electric equipments operated by electric signal are distributed in the electric railway 

cars. Such electric equipments are exposed to EMI/EMC problems,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magnetic field due to the catenary wire current takes effect on the electromagnetic 

field in the electric railway cars which move under the catenary wir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generates in view of the operation of many electric 

equipments in the electric railway cars.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communication device 

faults generate, and that the hazards on the human beings generate. In this paper, we predict 

the magnetic field around the catenary wire, and obtain the exact magnetic field distribution by 

comparing the analytic results and the numerical results. Finally,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the passive loop mitigation by comparing the analytic results and the numerical results 

through the passive loop mitigation technique.      

1. 서론

전기철도 차량은 고압의 전원을 가선을 통해 공급받아 동작한다. 또한, 전기적 신호를 통해 동작하는 

수많은 전장품들이 차량 내부에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전장품들은 EMI/EMC의 문제에도 노출되며, 

또한 각종 통신기기의 오작동과 나아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기철도 차량의 가선에서의 자기장 분포를 가선하부의 가상의 Passive Loop를 

적용하여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자기장 차폐를 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Biot-Savart's law, Faraday's law을 이용해 근사적으로 자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자기장의 감쇄 여부를 Loop의 크기와 가선과의 거리 조절을 통해 case by 

case의 형태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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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식 유도

 

가선에 의한 자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해석식 유도에 있어 Biot-Savrt' law를 이용하였다.

 ×                                                                           (1)

그림 1. 전류 I가 흐르는 유한 도선

전류의 방향을 Z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Ampere's law를 통해 방향을 다음과 같이 cylinder(ρ, θ, z)로 하

였다

Ampere's law를 통하여 위의 식 (1)을 가지고 magnetic field density를 구하면 아래 식 (2)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cos                                                                     (2)

그림 2. 수식에 의해 얻어진 파라미터를 각각의 벡터로 표현

그림 2에서 벡터 

′는 가선을 나타내는 동시에 전류의 방향을 표현하며 벡터 


′  와 


′는 임의의 지점까지

의  magnetic field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한 성분이다.

위의 식 (2)를 그림2의 벡터의 형태로 적용을 하게 되면, 


′·′  


′ ′ cos                                                                            (3)


′·′  


′ ′ cos                                                                            (4)

각각의 위의 식 (3), (4)를 통해 cos , cos  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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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마찬가지로 위의 식 (5), (6), (7), (8), (9) 를 통해 벡터로만 수식이 이루어진 최종 아래 식(11)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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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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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이 무한히 길지 않거나, 두 도선이 교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장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유한 도선에 관련된 자기장의 식을 Biot-Savart law를 이용하여 최종 식 (11)을 유도 하였으며 무한

의 도선의 경우 시뮬레이션 적용에는 그림 2에서 point a, b  사이의 간격을 길게 적용하였다. 

  



                                                                                 (12)

 


                                                               (13) 

도선에서 발생하는 유도기 전압은 위 식 (12), (13)을 통해 구하고, 아래의 식(14), (15)를 통해 가선의 저

항을 구하며 유도 전류의 값을 구한다.

   ×
  

                                                               (14)

∈    


                                                                      (15)

유도되는 전류의 값을 통해 도선과 Loop 간의 자기장 감소를 수식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16)

3. 수치해석 결과

가선을 이루고 있는 재질은 구리(copper)로 가정하였고,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가선의 재질과 

동일하게 Passive Loop 재질을 정의하였으며, 전원주파수 60Hz, 전차선에 흐르는 전류는 600[A]로 하여 계

산하였다. 

가선과 Loop의 cross-section 의 크기를 0.005m × 0.005m 로 했을 때 AC Resistance 값은 아래의 

표 1에서 정의 하였다.

 

표 1 Passive Loop 의 Resistance(Loop의 형태는 Solid 로 가정)

Conductor Diameter(inch)

(Copper)

AC Resistance

(ohms per conductor per Mile)

f=60Hz

0.254 0.864

0.229 1.090

0.204 inch -> 0.005186 m 1.374

0.1819 1.733

0.1620 2.18

0.1443 2.75

0.1285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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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Catenary와 Passive Loop에 의한 자기장감쇄 분포(지면기준) 

그림 4는 가선에서 지면으로의 자기장 분포, Loop에서 지면으로의 자기장분포, 가선과 Loop 의 자기장 동

시적용 분포를 나타낸다.

표 2 는 가선을 통해 Loop로 유도되는 전류를 Loop의 높이와 크기별로 나누어 표기 하였다.

표 2 Passive Loop에 유도되는 전류

가선과 Loop간의 높이 Loop 크기

높이(m) 유도전류(A) 크기(m2) 유도전류(A)

0.1 0.1353 0.5×2 53.8920

0.5 0.0155 1×2 88.0415

1 0.0042 2×2 123.8429

 그림 5. Catenary와 Passive Loop 간격별 자기장 감쇄 분포 비교(지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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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tenary와 Passive Loop 간격별 자기장 감쇄 데이터 비교(지면기준)

위의 그림 5 와 그림 6은 가선과 Loop 간의 간격별로 자기장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간격이 늘어날수록 

자기장 감쇄 양이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Passive Loop 크기에 따른 자기장 감쇄 비교(지면기준)

그림 8. Passive Loop 크기에 따른 자기장 감쇄 데이터 비교(지면기준)

위의 그림 7 와 그림 8은 Loop 크기에 따른 자기장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고 자기장 감쇄 양이 Loop 크기

가 커질수록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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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선에 의해 열차에 미치는 자기장 분포를 예측하고, 예기치 못한 자기장의 발생으로 인

한 문제점들을 줄이고자 자기장 감쇄를 위한 가상의 Loop를 이용하였다. 예측된 자기장으로  Loop에 

유기된 전류를 구하고 특정 거리의 자기장 감쇄 여부를 확인 하였다.

 가선과 Loop간의 거리를 변수로 하여 자기장의 감쇄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Loop의 크기 또한 

변수로 두고 확인 하였다. Modeling을 통한 해석은 Loop 전체 부피를 기준으로 전류밀도를 합산한 후 

단위 길이로 다시 분류하였으며, 동시에 자기장 감소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감소되는 자장의 크기가 실제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추후 더욱 개선

된 자기장 차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열차에 미치는 자기장 감쇄 뿐 아니라, 기기 등의 영향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이에 대한 연구도 향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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