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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erference between High Voltage Impulse 

Track Circuit(HVITC) and AF Track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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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궤도회로(Track circuit)는 레일을 전기회로의 일부로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차량의 차축에 의해 레일 사이를 단락함

에 따라 유무를 검지하여 신호기, 선로전환기, 연동장치, 기타의 신호기기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된

궤도를 이용한 전기회로이다[1].

궤도회로를 도통하는 전류의 전기적 단락 회로를 이용한 열차검지와, 그 전류를 반송파로 사용하여 열차주행에 필요한 정

보를 변조하여 싣는다. 궤도회로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가청주파수(AF: Audio Frequency)를 사용하며, 역 구내의 경우는 고

압 임펄스를 이용한다.

하나의 궤도회로는 수백 ~ 1,500m까지 레일을 이용하여 구성된다. 이 레일을 흐르는 전류는 옆의 궤도회로 및 앞 뒤 궤

도회로와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며, magnetic coupling이 발생한다. 이 magnetic coupling은 궤도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coupling이 발생한 회로로 흐르게 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궤도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적게 된다.

현재 차량기지에서는 고속열차 차상장치 시험 용 궤도회로에서 고속열차의 PDT(Pre Departure Test)를 수행하기 위해 AF

궤도회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궤도회로에 열차검지를 위해 HVITC를 병렬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속열차가 출발

하기 전에 차상신호장치를 시험하기 위해 시험 궤도회로에 진입을 하면, 스위치 절체를 통하여 HVITC를 차단하고, AF 궤

도회로를 동작 시킨다. 고속열차가 시험궤도회로를 벗어나면 HVITC를 연결한다.

고속열차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운용자가 수동으로 HVITC를 AF 궤도회로로 절체를 하여야 한다. 운용자가 고속열차 시

Abstract Two types of track circuits are used in high speed railway car depots: one is High Voltage Impulse Track Cir-

cuit(HVITC); the other is AF track circuit. HVITC detects train occupation of blocks and broken rail; the AF track circuit

is used for train onboard control system pretesting before departure. This testing is used to transmit train contro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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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속철도 차량기지에는 고전압임펄스(HVITC)와 AF 궤도회로를 사용하고 있다. HVITC는 열차의 위치

검지 및 궤도 절손검지 기능을 하고, AF궤도회로는 열차제어 정보를 전송하여 고속열차의 이상 유무를 검지하

는 출발 전 시험에 사용한다. 두 궤도회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레일을 사용하여 제어신호를 스위칭에

의해서 전송하고 있다. AF 궤도회로는 루프케이블을 궤도 안쪽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스

위치를 제거할 수 있고, 상시 시험용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두 궤도회로는 상호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궤도회로를 동시에 동작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간섭을 두 회로의 모델링을 통하여 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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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후에 다시 HVITC로 전환하여야 한다. 바이탈 회로인 HVITC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점유 검지를 실패하여 사고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HVITC와 AF 궤도회로를 병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AF 궤도회로와 HVITC를 동시에 동작할 경우에 발생하는 간섭 문제를 규명하였다. AF 및 HVITC를 모델

링하여 자기 및 상호 인덕턴스를 유도하였으며, 그 값을 이용하여 상호 간섭을 규명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제

안된 궤도회로 시스템의 구성소개, 3장은 궤도회로 시스템 모델링, 4장 시뮬레이션 및 5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궤도회로 시스템

2.1 HVI 궤도회로 구성

HVI 궤도회로는 Fig. 1과 같이 전압안정기, 송신기, 임피던스 본드(송신 및 수신), 수신기, 궤도 계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비는 특수파형의 DC 임펄스를 사용하므로 송, 수신 거리 이동에 따른 전압강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1개 궤도회로

의 소비전력이 50~60VA 정도로 비교적 작으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또한 우천 시에도 사리누설 저항의 변화가 적어

안정성이 우수하고 장애 발생 시 고장발견이나 부품의 교환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2].

2.2 UM71C 궤도회로 구성

UM71C 궤도회로는 Fig. 2와 같이 송신기(CEU), 방향계전기, 거리조절기(LF430), 정합트랜스(TAD430), 동조 유니트(Tuning

Unit), 양극자 블록(DB), 공심 유도자(Air Coil Inductor), 보상 콘덴서(Compensation Capacitor), 수신기 및 궤도 계전기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비는 고속철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송신/수신 장치를 신호 기계실에 설치하여 차상신호(열차운행

정보)를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기능과 열차점유를 검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궤도회로를 무절연 방식으로 구성한 후, 2kHz~3kHz대 범위의 가청주파수를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도록 한 것이 UM71C

궤도 회로이다.

연속정보 전송 시 사용되는 반송 주파수는 상, 하행선의 인접 궤도 회로와의 상호 주파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Fig.

3과 같이 구분하여 동일 선로에 2종류의 주파수를 교대로 반복, 배열한다[3].

Fig. 1. Architecture of high voltage impulse track circuit.  Fig. 2. Architecture of UM71C track circuit.

Fig. 3. Frequency allocation of UM71C track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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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안된 ATC 연속정보 수신시험 시스템

기존 시스템은 HVITC가 동작되는 상태로 유지된다. 열차가 궤도회로에 진입을 하면은 운용자는 스위치를 조작하여 AF

궤도회로로 절체를 하고, AF궤도회로에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을 하며, 차량은 궤도회로와 차상 안테나를 통하여 관

련된 정보를 수신한다. 차량 시험을 종료하고 난 후에는 운용자는 스위치를 조작하여 HVITC로 전환한다. 이 경우는 바이

탈 장치인 궤도회로를 운용자가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제안된 시스템은 2개의 시스템이 별도로 동작을 하게 된다. 궤도회로에 존재하는 차량은 HVITC에 의해서 검지된다. 차

량이 점유했을 때 운용자는 기존 시스템처럼 궤도회로 전환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험용 PC에 의해, 송신기(CEU)에서 방출된 ATC 연속정보는 AF 케이블 루프로 전달되며, 궤도회로 구성도는 Fig. 5와 같다.

3. 궤도회로 시스템 모델링

3.1 HVITC와 AF 케이블 루프의 자기 및 상호 인덕턴스

HVITC 및 AF 케이블 루프는 각각 하나의 루프로 형성되어 있어 HVITC 및 AF 케이블 루프간의 모델은 저항과 자기 인

덕턴스로 구성된 일종의 변압기 형태이다. Fig. 6은 Fig. 5에서 궤도와 AF 케이블 루프 사이의 전기적 모델을 제시한다. AF

케이블 루프에 자기장이 발생되며, 이 자기장은 2차측 궤도의 폐루프에 자속을 통과시킴으로써 상호인덕턴스가 존재하게 되

어 1차측 AF 케이블 루프와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회로가 구성된다[4].

[5]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하나의 직사각형 루프에 대한 자기 및 상호 인덕턴스를 찾을 수 있다. 전기적으로 작은 구조

를 들면 자기 인덕턴스는 다음 방정식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6].

Fig. 4. Present track circuit configuration. Fig. 5. Architecture of proposed track circuit system.

Fig. 6. Electrical modeling of HVITC and AF cabl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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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l 및 w는 변의 길이, rw는 각각의 반지름이다.

Fig. 7과 같이 동일한 평면에 평행한 두 개 직사각형 루프 사이의 상호인덕턴스를 계산한다[5].

Fig. 7. Mutual inductance calculation between two rectangles.

루프 1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전류 I1을 운반한다. 루프 와이어에 전류가 단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가

정한다. 루프 2에 의해 둘러싸인 표면을 관통하는 총 자속을 계산한다. 두 개의 전류 루프 사이의 기본적인 상호인덕턴스

계산은 식(2)와 같다.

(2)

노이만 적분으로부터 루프 1과 루프 2사이의 상호인덕턴스를 계산하면:

(3)

Fig. 7에 표시된 루프 1의 좌측과 루프 2의 좌측은 노이만 적분의 일부분이다.

(4)

적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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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프 2의 우측에 루프 1의 좌측에서의 영향은 동일하지만, r1은 상쇄되고, r2로 대체한다.

(6)

결과적으로 상호인덕턴스는 4변의 모든 값을 더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7)

궤도와 AF 케이블 루프 각각의 자기 및 상호인덕턴스를 계산하기 위한 궤도길이, 폭 및 케이블의 반지름을 Table 1과 같

이 설정 하였고, 레일의 종류는 50kg/m, AF 케이블 루프의 케이블은 SCNV-S을 사용하였다.

식(1)과 식(7)의 계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2 HVITC와 AF 케이블 루프 간 간섭

PDT 시스템 궤도회로의 block 모델은 Fig. 8과 같다. HVITC에서 고압 임펄스를 생성하여 매칭 트랜스포머를 통하여 궤

도에 전송을 하고, 수신기에서는 매칭트랜스포머를 통하여 전류를 수신한다. 수신기에 전류를 수신하지 않으면 AF궤도회

로를 통하여 시험정보를 전송한다. Fig. 8의 점선부분은 Fig. 4와 5에 해당하는 것으로 궤도와 루프케이블을 나타낸다.

PDT 시스템 궤도회로의 전기적 모델은 Fig. 9와 같으며, V1: HVITC 송신기 전압, V2: AF궤도회로의 송신기(CEU) 전압, L1

과 L2: HVITC 송전 측 임피던스 본드, L3와 L4: HVITC 착전 측 임피던스 본드, L7과 L8: TAD430을 나타낸다.

Table 1. Dimensions of self and mutual inductance simulations.

Dimension HVITC AF Cable loop

l 150m 100m

W 1,435m 1,385m

rw 0.0778m 0.0195m

Table 2. Calculated results for self and mutual inductances.

Dimension
Self inductance

[mH/m]

Mutual inductance

[mH/m]

HVITC 0.17295
0.12669

AF Cable loop 0.1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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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기적 모델을 메쉬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8)

(9)

(10)

(11)

(12)

식(8), (9)와 식(11)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13)

식(9), (10)과 식(12)에 의해 I4가 정리된다.

(14)

식(13)과 식(14)에 의해 I3가 정리된다.

(15)

Fig. 8. Block modeling of two track circuits.  Fig. 9. PDT Modeling of parallel installed track circui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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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의 원리에 따라 I13+I23=I3이 된다. 여기서 I13는 V2를 short 시키고 V1의 전압 및 주파수에 의한 전류 값이며, I23은 V1

을 short 시키고 V2의 전압 및 주파수에 의한 전류 값이다.

4.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입력 Parameter들은 Table 3과 같으며, 현장 설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 값에 다

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Matlab을 이용하였고, HVITC Parameter는 고정으로 하고 AF 케이블 루프의 주파

수를 2040Hz~3120Hz에서 V2 전압을 50V, 200V로 변환함으로써 HVITC의 수신부에 얼마만큼의 간섭이 발생하는지를 비

교하였다.

AF 케이블 루프의 송신기 출력 전압은 9가지로(15V, 30V, 45V, 60V, 75V, 90V, 105V, 120V, 135V) 고정되어있고, 송신

기 전압이 60V 이상일 때 HVITC의 부정 낙하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V2 전압을 50V와 200V 설정하여 비교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HVITC의 V1에 정펄스와 부펄스의 비율이 3:1인 특수한 형태의 입력을 Fig. 10과 같이 공급하며, HVITC

의 주파수 특성은 low pass filter(100Hz)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Fig. 11과 같다. 0Hz~360Hz까지는 주파수 증가에 따라 I3

의 전류량도 같이 증가하나,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band pass filter와 같은 특성이 있다.

V2=50V/2040Hz 공급 상태일 때의 I3는 Fig. 12와 같고 V2=200V/2040Hz일 때는 Fig. 13과 같다.

Fig. 12와 Fig. 13에서 V2의 전압이 50V일 때는 정펄스와 부펄스의 비율이 약 3:1을 나타내나, V2의 전압이 200V일 때

Table 3. Input parameters for simulation.

Parameter
Voltage/frequency

[V]/[Hz]
Parameter

Voltage/frequency

[V]/[Hz]
Parameter

Mutual inductance

[mH/m]
Parameter

Mutual inductance

[mH/m]

V1 100/100 V2 50, 200/2040~3120 M1 3.7 M2 4.0

M3 0.12669 M4 13.0

Parameter
Inductance

[mH/m]
Parameter

Inductance

[mH/m]
Parameter

Resistance

[Ω]
Parameter

Resistance

[Ω]

L1 39.20 L2 1.159 R1 20 R2 2

L3 1.213 L4 27.09 R3 60 R4 7

L5 0.17295 L6 0.17211 R5 200

L7 1.92 L8 180.96

Fig. 10. HVITC impulse modeling input. Fig. 11. Impulse spectrum of HVITC.

Fig. 12. V2=50V/2040Hz, I13+I23=I3 current. Fig. 13. V2=200V/2040Hz, I13+I23=I3 current.



고전압임펄스궤도회로(HVITC)와 AF 궤도회로간의 간섭에 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3호 (2015년 6월) 239

는 약 2:1 정도의 비율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V2=50V/2400Hz 공급 상태일 때의 I3는 Fig. 14와 같고 V2=200V/2400Hz일 때는 Fig. 15와 같다.

Fig. 14와 Fig. 15에서 V2의 전압이 50V일 때는 정펄스와 부펄스의 비율이 약 3:1을 나타내나, V2의 전압이 200V일 때

는 약 2:1 정도의 비율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V2=50V/2760Hz 공급 상태일 때의 I3는 Fig. 16과 같고 V2=200V/2760Hz일 때는 Fig. 17과 같다.

Fig. 16와 Fig. 17에서 V2의 전압이 50V일 때는 정펄스와 부펄스의 비율이 약 3:1을 나타내나, V2의 전압이 200V일 때

는 약 2:1 정도의 비율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V2=50V/3120Hz 공급 상태일 때의 I3는 Fig. 18과 같고 V2=200V/3120Hz일 때는 Fig. 19와 같다.

Fig. 12와 Fig. 13에서 V2의 전압이 50V일 때는 정펄스와 부펄스의 비율이 약 3:1을 나타내나, V2의 전압이 200V일 때

는 약 2.1:1 정도의 비율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HVITC 궤도계전기의 최소동작전류는 정펄스:3.0mA, 부펄스:1.2mA 이하이고, 최소낙하전류는 정펄스:1.2mA, 부펄스:0.5mA

이상이다. AF 케이블 루프의 모든 주파수에서 송신기의 전압이 50V일 때는 AF 케이블 루프에 의한 HVITC 궤도계전기의

부정 동작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의 간섭이 발생하며, 200V일 때는 부정 동작에 영향을 주는 간섭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편의상 확연한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AF 궤도회로 전압을 50V와 200V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지만, 실제로 설치할 경

우는 실제에 맞는 parameters를 설정하고, 다양한 전압을 인가하여 시뮬레이션 통해 최적의 값을 찾을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VITC와 AF 케이블 루프간의 간섭에 대해 연구하였고, 두 회로를 모델링 하여 Magnetic coupling에 의

한 상호 간섭을 수리적으로 규명하였다.

Fig. 14. V2=50V/2400Hz, I13+I23=I3 current. Fig. 15. V2=200V/2400Hz, I13+I23=I3 current.

Fig. 16. V2=50V/2760Hz, I13+I23=I3 current. Fig. 17. V2=200V/2760Hz, I13+I23=I3 current.

Fig. 18. V2=50V/3120Hz, I13+I23=I3 current. Fig. 19. V2=200V/3120Hz, I13+I23=I3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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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케이블 루프 송신기의 전압이 60V 이상에서 고전압임펄스궤도회로(HVITC)의 궤도계전기가 부정 낙하하는 현상이 현

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부정 낙하하는 원인은 AF 궤도회로의 송신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AF 케이블 루프의 간섭이 증가하

여, 정펄스와 부펄스의 비율이 3:1 이하로 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HVITC와 고속철도에서 사용하는 UM71C 궤도회로 시스템을 기준으로 HVITC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이

종 시스템을 설치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spectrum 영역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시스템에도 적

용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 범위를 차량까지 확대하여 HVITC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에서 ATC 연속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신

할 수 있는 AF 케이블 루프의 송신 전압의 범위를 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구내에 적용할 AF 궤도회로 시스템, PF 궤도

회로 등등 서로 다른 궤도회로들을 이중으로 구성할 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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