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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X 차량 운행에 의한 AF 무절연 궤도회로의 귀선전류 영향 분석

Analysis of Return Current Effect for AF Non-insulated Track Circuit 
in ITX Vehicle Operation 

백 종 †․김 용 규*․윤 용 기**․장 동 욱***․신 동 호§ 

(Jong-Hyen Beak․Yong-Kyu Kim․Yong-Ki Yoon․Dong-wook Jang․Dong-Ho Shin)

Abstract - Depending on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track circuit is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control directly or 

indirectly of the signal device, point switch machine and other security device. These are mainly used for train detection,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roken train detection and transmission of return current. Especially, the return current is 

related to signal system, power system and catenary line, and track circuit systems.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shall be dealt for the safety of track side staff and for the protection of railway-related electrical system 

according to electrification. Therefore, an accurate analysis of the return current is needed to prevent the return current 

unbalance and the system induced disorder and failure due to an over current condition. Also, if the malfunction occurred 

by the return current harmonics, it can cause problems including train operation interruption. In this paper, we presented 

measurement and analysis method at return current and it's harmonics by train operation. By the test criteria, we 

evaluated for safety. Hereafter,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ield associated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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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차가 철화 구간을 운행 시 차선으로 공 된 류가 

차량을 통하여 변 소로 귀환하는 류를 귀선 류로 정의

하며 력, 차선, 지  신호 시스템과 한 계를 

갖는다. 기철도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귀선 류는 선로변 

직원의 안 과 철화에 따른 철도 련 기시스템의 보호

를 해 취 되어야할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이외에

도 귀선 류는 철화 선로의 궤도회로 구성 요소인 임피던

스 본드의 용량에도 연 되며, 변 소,  구분소  력 

련 개소의 치와 한 계가 있다. 최근의 열차제어시

스템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용한 무선통신에 의한 가상폐색  이동폐색시스템을 실

하는 열차제어시스템으로 환되어가는 추세이나 일반 철

도의 경우 AF 무 연 궤도회로가 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

문에 귀선 류의 불평형  과 류상태에 의한 시스템 유도

장해, 시스템 고장 등이 보다 심각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1,2]. 한 기철도차량에서 사용하는 력변환장치로 인한 

부하 류에는 고조 가 함유되어 있어 이 고조  류로 인

해 기차량은 물론 변 소, 신호시스템, 데이터 송  감

시시스템에 향을 주게 된다. 열차운행의 안 을 책임지는 

열차제어시스템이 귀선 류의 고조  향에 의해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열차운행의 단 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귀선 류의 지유형 

 크기, 고조  분석에 한 연구 내용과 결과가 주를 이루

고 있다[3-9]. 철도안 법과 련된 시설물검증시험의 하나

로서 궤도회로에 한 귀선 류가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에 한 합성 여부를 한 

시험방법과 기 에 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

계 인 시험방법과 기 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춘선 구간에 한 체계 이고 신뢰성

이 높은 귀선 류  귀선 류 고조 의 측정 방법  기

을 제시하 으며 이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 로 향 분석

을 하 다. 보다 구체 으로는 경춘선 구간에서 차량운행에 

따른 궤도회로 임피던스 본드의 귀선 류 최 값  좌우측 

일의 귀선 류 불평형 정도를 측정하여 안 성을 평가하

으며, 귀선 류 고조  향 분석을 통해 합성을 확인 

하 다.

2. 기철도 구간 귀선 류  귀선 류 고조  측정 

방법  기  

경춘선 구간  귀선 류가 최 치를 나타낼 것으로 상

되는 변 소  력구분소 부근  측정이 용이한 상천 보

조  구분소 부근 하선에서 운행 인 ITX(Intercity 

Train eXpress) 열차를 상으로 귀선 류  귀선 류 고

조 를 측정하 다. 열차운행모드는 운행최고속도 역행

(160km/h) 상태로 설정하여 시험하 다. 보다 구체 으로 

귀선 류  귀선 류 고조 는 그림 1과 같이 상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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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 부근 하선에 치한 임피던스 본드에서 그림 2 

 3과 같이 계측시스템을 구성하여 계측용 데이터 수집 

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 다. 귀선 류  

고조  측정 시 그림 2, 3과 같이 좌우측 일에 흐르는 귀

선 류의 불평형을 동시에 측정하기 하여 임피던스 본드

와 일 사이의 좌/우측을 분리하여 귀선 류를 측정하 다. 

특히 귀선 류가 최 치를 나타낼 것으로 상되는 변 소  

력구분소의 임피던스 본드 귀선 이블에서 귀선 류  귀

선 류 고조  측정을 수행하여 궤도회로장치에 한 귀선

류의 한계치를 과하는지 여부와 고조  간섭  향 여부

를 확인하 다. 차량 조건은 정상상태  비정상상태(추진제

어장치 1개 이상 비동작)로 구분하여 3회(정상상태), 2회(비

정상상태)씩 반복 측정하 다. 

그림 1 귀선 류  귀선 류의 고조  측정 상 치

Fig. 1 Measured point of return current and harmonic 

frequency 

그림 2 귀선 류  귀선 류 고조  측정 시험 구성도

Fig. 2 Test block diagram of return current and harmonic 

frequency 

그림 3 귀선 류  귀선 류 고조  측정사진

Fig. 3 Measured photo of return current and harmonic 

frequency

귀선 류의 시험항목  기 은 표 1에 나타낸 것처럼 귀

선 류의 측정치가 한국철도표 규격 “KRS-SG-0038 무

연 가청주 수(AF) 궤도회로”에 따라 1000A 이하여야 하며 

임피던스본드 귀선 이블에서 측정된 좌/우측의 귀선 류

의 경우 국내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랑스 SNCF의 좌/

우측의 귀선 류 차이가 총 귀선 류의 10% 이상일 경우 

불평형을 해소하기 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규정을 참고

하여 불평형이 총 귀선 류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좌/우

측의 불평형을 기록하 다.

  

시험항목 기

철화구간에서의 

귀선 류 확인

귀선 류의 측정치 ≤ 1000A

좌/우측의 귀선 류 불평형이 총 

귀선 류의 10% 미만이어야 함.

표 1 귀선 류 시험항목  기  

Table 1 Test item and standard of return current 

귀선 류 고조  시험의 경우, 사용되고 있는 궤도회로 기

 주 수(1699Hz, 2296Hz, 1996Hz, 2593Hz)별로 심주 수

의 측면주 수(F0±17Hz)에서 측정된 고조 를 표 2의 궤도회

로 주 수별 고조  제한치를 과하지 않아야 하며 측정된 

고조 가 비교  클 경우에는 해당주 수에서 노이즈의 지속

시간을 같이 검토하여 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 의 의미는 

측정된 고조 가 궤도회로 수신 장치의 수신기 입력 류 허용

치인 14mA(궤도의 임피던스 본드에서는 238mA)를 시험기

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내 제작사들의 자체 시험 결

과 약 5% 정도 높은 300mA까지는 궤도회로 수신기의 동작

이 향을 받지 않는 다는 의견을 반 하 다.

궤도회로 주 수 1699Hz 2296Hz 1996Hz 2593Hz

측면주 수( 심주 수

(F0)±17Hz) 의 고조  

제한치

300mA 300mA 300mA 300mA

표 2 궤도회로 주 수별 고조  제한치

Table 2 Harmonic limits of track circuit frequency

3. 기철도 구간 귀선 류와 귀선 류의 고조  

측정결과  분석

3.1 차량 정상상태 운행 시 귀선 류 측정 결과

상천 보조  구분소 부근 하선에 치한 임피던스 본드

에서 수행한 귀선 류 측정 시험의 경우, 시험 당일 맑은 날

씨에서 그림 4와 같이 임피던스 본드에 측정센서를 설치하고 

상천 보조  구분소 구내에서 계측하 다. 정상상태에서 

열차속도가 160km/h로 운행 일 때 귀선 류를 측정하 으

며, 이러한 귀선 류의 측정결과 결과값에 해서는 다음 표 

3  그림 5, 6, 7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귀선 류의 최 값은 

좌우측 일에서 측정된 최  류 측정값을 합한 값과 거의 

동일하여야 하며 표 3  그림 5, 6, 7에서 보여주듯이 좌우측 

일에서 측정된 값의 합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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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천 보조  구분소 인근 임피던스 본드  센서

설치 사진

Fig. 4 impedance bond nearby Sub Sectioning Post and   

sensor installed picture

평가항목 차량조건 정기 시험결과 정 

귀

선

류

1회 정상상태

귀선 류의

최 측정치
118.9A 합

좌/우측 

불평형

4.7% 

(5.59A)
합

2회 정상상태

귀선 류의

최 측정치
84.2A 합

좌/우측 

불평형 

0.97% 

(0.815A)
합

 3회 정상상태 

귀선 류의

최 측정치
114.7A 합

좌/우측 

불평형 

1.11% 

(1.27A)
합

표 3 160km/h 주행 시 정상상태 귀선 류 측정 결과

Table 3 Return current measured value on steady-state in 

operation speed of 160km/h 

 

그림 5 차량 정상상태의 귀선 류 최 측정치 1회

Fig. 5 The first maximum measured value in return    

current of steady-state vehicle

그림 6 차량 정상상태의 귀선 류 최 측정치 2회

Fig. 6 The second maximum measured value in return 

current of steady-state vehicle

그림 7 차량 정상상태의 귀선 류 최 측정치 3회

Fig. 7 The third maximum measured value in return current 

of steady-state vehicle

열차가 160km/h로 주행할 때 상천 보조  구분소 부근 

임피던스 본드에서 측정된 귀선 류에 해서는 표 3에 나타

내었고, 그림 5, 6, 7과 같이 열차 진행방향에 따른 귀선 류 

최  측정값을 성부, T1과 T2의 그래 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6, 7과 같이 상천 보조  구분소 부근의 임피던스 

본드에서 정상상태 열차가 통과할 때의 귀선 류 측정값이 최

값인 1000A보다 모두 낮게 측정되었고 좌/우측 불평형이 

총 귀선 류의 10% 미만이므로 합함을 알 수 있었다. 

3.2 차량 정상상태 운행 시 귀선 류 고조  측정 결과

하행방향, 정상상태에서 16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열차

에 한 귀선 류 고조  측정결과는 표 4에 제시하 으며, 

궤도회로 기  주 수별 고조  측정값이 300mA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기  주 수별 귀선 류 고조

에 따른 향을 분석하기 해 주 수에 따른 귀선 류 변동 

값을 그림 8, 9, 10과 같이 데이터 수집 로그램을 사용, 분

석하여 그래 로 제시하 다. 귀선 류 고조 를 측정한 결과 

기 치인 300mA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 에 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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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차량조건 정기 시험결과 정 

1699±17Hz

정상상태

≦ 

300mA

16.9 mA

합
2296±17Hz 11.7 mA

1996±17Hz 126.3 mA

2593±17Hz 66.5 mA

1699±17Hz

정상상태
≦ 

300mA

24.6 mA

합
2296±17Hz 7.9 mA

1996±17Hz 100.6 mA

2593±17Hz 115.5 mA

1699±17Hz

정상상태
≦ 

300mA

31.2 mA

합
2296±17Hz 12.0 mA

1996±17Hz 99.1 mA

2593±17Hz 88.5 mA

표 4 160km/h 주행 시 정상상태 귀선 류 고조  측

정 결과

Fig. 4 Harmonic measured value on steady-state in 

operation speed of 160km/h

그림 8 차량 정상상태의 궤도회로 고조  측정치 1회

Fig. 8 The first measured value in harmonic of steady-state 

vehicle

그림 9 차량 정상상태의 궤도회로 고조  측정치 2회

Fig. 9 The second measured value in harmonic of 

steady-state vehicle

그림 10 차량 정상상태의 궤도회로 고조  측정치 3회

Fig. 10 The third measured value in harmonic of 

steady-state vehicle

3.3 차량 비정상상태 운행 시 귀선 류 측정 결과

 

비정상상태에서 160km/h의 속도로 열차가 통과할 때 상천 

보조  구분소 부근 임피던스 본드에서 측정된 귀선 류에 

해서는 표 5  그림 11, 12와 같이 열차 진행방향에 따른 

귀선 류 최  측정값과 좌우측 일에서 측정된 값을 성부

와 T1, T2의 그래 로 보여주고 있다. 

평가

항목

차량

조건

정

기

시험

결과
정 

귀선

류

1회
비정상

상태

귀선 류의

최 측정치
85.1A

합
좌/우측 

불평형

0.48% 

(0.411A)

2회
비정상

상태

귀선 류의

최 측정치
135.5A

합
좌/우측 

불평형

3.4% 

(4.62A)

표 5 160km/h 주행 시 비정상상태 귀선 류 측정 결과

Fig. 5 Return current measured value on unsteady-state in 

operation speed of 160km/h 

그림 11 차량 비정상상태의 귀선 류 측정치 1회 

Fig. 11 The first maximum measured value in return current 

of unsteady-stat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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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차량 비정상상태의 귀선 류 측정치 2회

Fig. 12 The second maximum measured value in return 

current of unsteady-state vehicle

그림 11, 12에서 알 수 있듯이 좌우측 일의 편차가 매우 

작아 좌우측 일 측정값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림 11, 12

의 측정 그래 를 보면 측정된 귀선 류 값이 최 값인 

1000A보다 모두 낮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좌/

우측 불평형도 정상상태의 귀선 류 측정치와 마찬가지로 좌/

우측의 귀선 류 불평형이 총 귀선 류의 10%미만이기 때문

에 귀선 류 불평형에 의한 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 임을 

알 수 있었다. 

3.4 차량 비정상상태 운행 시 귀선 류 측정 결과

하행방향, 비정상상태에서 16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열

차에 한 귀선 류 고조  측정결과는 표 6에 제시하 다. 

비정상상태 시에도 궤도회로 기  주 수별 고조  제한치를 

300mA 이상 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 기  주 수별 

귀선 류 고조 에 따른 향을 분석하기 해 주 수에 따른 

귀선 류 변동 값을 그림 13, 14와 같이 데이터수집 로그램

을 사용, 분석하여 그래 로 제시하 다. 열차 정상상태와 같

이 비정상상태 시에도 기 치인 300mA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 에 합함을 알 수 있다. 

평가항목 차량조건 정기 시험결과 정 

1699±17Hz

비정상

상태
≦300mA

11.5 mA

합
2296±17Hz 9.0 mA

1996±17Hz 36.0 mA

2593±17Hz 13.9 mA

1699±17Hz

비정상

상태
≦300mA

42.5 mA

합
2296±17Hz 11.3 mA

1996±17Hz 195.5 mA

2593±17Hz 73.4 mA

표 6 160km/h 주행 시 비정상상태 귀선 류 고조  측정 

결과

Fig. 6 Harmonic measured value on unsteady-state in 

operation speed of 160km/h 

그림 13 차량 비정상상태의 궤도회로 고조  측정치 1회

Fig. 13 The first measured value in harmonic of 

unsteady-state vehicle

그림 14 차량 비정상상태의 궤도회로 고조  측정치 2회 

Fig. 14 The second measured value in harmonic of 

unsteady-state vehicle

5. 결  론

신설되거나 성능에 향을  수 있는 개량 노선의 경우 

종합 시설물검증시험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합성을 확인하

여야 하며, 이러한 시험의 한 분야로서 기철도 구간에서 

철도 차량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귀선 류 시험과 귀선 류 

고조 에 의해 궤도회로 사용주 수에 향을  수 있는 

지 확인하기 한 궤도회로 고조  확인 시험이 요구된다. 

귀선 류의 시험에서 시험 기 인 1000A를 넘을 경우나 좌/

우측의 귀선 류 불평형이 총 귀선 류의 10%이상인 경우 

궤도회로의 시스템 유도장해  시스템 고장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 귀선 류 시험의 경우 분석결과 정상상

태와 비정상상태 열차 모두 최 값 1000A에 훨씬 못 미치

기 때문에 궤도회로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귀선 류 고조  향의 경우 궤도회로를 운행하는 

기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고조  성분이 임피던스 본드의 귀선

을 통하여 인  궤도회로에 향을 미치게 되어 궤도회로가 

부정낙하되는 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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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발생을 방하기 한 귀선 류 고조 의 향 분석 시

험은 보조  구분소 부근 임피던스 본드를 상으로 귀선

류 고조 를 측정하 으며 궤도회로 수신 장치의 수신기 입

력 류 허용치인 14mA(궤도의 임피던스 본드에서는 238mA)

를 시험기 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약 5% 정도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궤도회로 제작사의 의견을 반 하여 

300mA의 기 을 설정하여 시험하 다. 시험 결과를 보면 각

각의 사용주 수에서 열차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 모두 귀

선 류 고조  류의 측정값이 300mA를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귀선 류 

고조  시험  분석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노선조건이나 향

후 운 계획 등을 고려할 경우, 충분한 시간과 체계 인 분석

이 필요하며 종합 으로 합여부를 단하고 측정된 고조

가 비교  클 경우에는 해당 주 수에서 노이즈의 지속시간을 

같이 검토하여 합성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은 귀선 류  귀선 류 고조 에 의한 궤도회로

의 유도장해, 시스템 고장을 방하기 해 측정  분석 방

법 뿐 아니라 실제 장에서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합함

을 확인하 다. 특히 최근에 신설되는 철도 노선의 운행을 

해서는 궤도회로에 한 귀선 류  귀선 류 고조 가 

합함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험

방법  결과는 향후 신설되는 철도 노선의 운행 확인을 

한 귀선 류  귀선 류 고조  시험 방법  분석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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