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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 귀선전류고조파가 일반선 TI-21형 AF궤도회로에 

미치는 영향분석

Effect Analysis of Classical Line TI-21 type Audio Frequency Track Circuit from 

KTX Sancheon Return Current Harm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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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운영되는 KTX산천 고속차량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내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고속차량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종류와 크기 및 검측방법에 대한 검토와 발생원인에 따른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방안을 검토하였다. 철도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궤도회로는 차량위치 검지를

통한 신호기제어, 선로전환기제어, 차량의 간격조정, 차량접근 예고를 통한 충돌사고 예방 등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

이다[2] 따라서 철도차량과 궤도회로의 전자파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의 확인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철도차량과 궤도회로의 전자파적합성을 위해 전자파노이즈의 발생원인 차량에 대한 전자파/고조파 특성 및 전자파

의 영향권에 있는 궤도회로의 전자파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전기차량에서 발생된 고조파전류는 급전계통의 임피던스 특성에 의

해 특정조파에서 공진되어 고조파전류 확대현상을 일으켜 각종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고조파전류는 인접 통신선에서의 유도장

Abstract The power transformation system of High Speed rolling stocks like KTX-Sancheon has shown excellent

control capacities in the areas of riding comfortability, switching efficiency, safety and energy consumption due to tech-

nical developments in power-electronics, high speed & large scale integrated semiconductors and microprocessors.

However, harmonics from IGBT, a high speed switching device used in the Convertor & Invertor equipment of rolling

stocks have given rise to various problems in transformer substations, signaling systems, data transmission systems and

facility monitoring systems. Especially, TI21 non-insulated track circuits have malfunctioned due to the influence of

returning current harmonics which were generated at around of integer times of the number of power transformation

equipment in the frequency domain. This paper, measures and analyzes various schemes to analyze the traveling path

of the returning current harmonics generated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ling stocks and track circuits on site.

Ultimately, theseschemes will be used to design high speed rolling stocks, AF track circuits and a common grounding

network. 

Keywords : KTX-Sancheon, AF Track circuit(TI-21), Return current harmonics, IGBT

초 록 KTX산천 고속차량에서 사용하는 전력변환시스템은 전력전자기술, 고속 대용량 반도체소자 및 마이크로프로

세서의 기술발달에 힘입어 높은 성능과 효율, 안전성,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뛰어난 제어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고속스위칭소자인 IGBT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해 전기차량은 물론 변전소, 신호시스템, 데이터전송

및 감시시스템 등 선로변 신호설비에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전력변환장치의 정수배 부근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귀

선전류고조파의 영향으로 TI-21 무절연AF궤도회로가 부정 동작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본 논문은 고속전기차량과 궤

도회로간 귀선전류고조파 이동경로 분석을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측정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신규로 도입되는 고속전기차량, AF궤도회로, 공동접지망 설계 시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KTX산천, AF궤도회로, 귀선전류고조파, I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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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발생시켜 철도신호장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원계통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전력용콘덴서의 과열 및 진동을 유발시

켜 해당계전기를 오동작 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호남선 구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귀선전류

및 귀선전류고조파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귀선전류고조파에 대한 이동경로를 확인하였다.

현장계측을 통하여 확보된 계측자료를 분석함으로서 KTX산천 차량이 하행선을 주행 시 인접궤도인 상행선의 C타입 AF궤도회

로에 부정단락을 유발하는 고조파인 1,980Hz의 유입경로를 파악함으로서 신규로 도입되는 고속차량과 AF궤도회로는 고조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수반토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열차의 안전운행과 정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4].

2. 전기철도구간 귀선전류고조파 측정방법

호남선구간중 귀선전류가 최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변전소 및 전력구분소 부근 중 Fig. 1과 같이 측정이 용이한 신

흥리 보조급전구분소인근에서 KTX산천(10량 1편성) 시험열차를 투입하여 상/하선 임피던스본드 출력단 위치에서 계측시스템

Fig. 1. Track circuit impedance primary return current measurement method.

Fig. 2. Measurement point of the main transformer earth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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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여 계측용 데이터수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여 열차운행시 반대편 선로에 전달되는 귀선전류를

측정하였다[5,6]. 또한 Fig. 2와 같이 KTX산천 전기차량의 1차측 변압기 접지단자에서 귀선전류와 귀선전류고조파를 측정하여

실제 차량에서 발생한 귀선전류와 레일에 흐르는 귀선전류를 비교하였다[7,8].

3. 전기철도구간 귀선전류고조파 측정결과

3.1 귀선전류고조파 이동경로

TI-21 AF궤도회로는 Fig. 3과 같이 ‘무절연’형으로 인접 궤도회로와의 전기적 분리는 2개의 Tuning unit를 사용하여 약 20m

궤도구간에 인덕턴스 동조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B1임피던스 본드를 궤도회로에 설치해서 궤도회로 사용주

파수를 차단하여 신호의 흐름을 유지시키고, 차량의 귀선전류고조파는 접지와 연결된 임피던스본드를 통해 흘러 나가게 한다.

Fig. 4는 KTX산천에서 발생되는 33차 고조파(1,980Hz)가 하선 임피던스본드 ①과 ②를 거쳐 매설접지선 G1를 통하여 횡단접

지선과 연결되어 반대편 매설접지선인 G2지점으로 흘러 상선 임피던스 ③과 ④를 통하여 튜닝유니트 수신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Return current move route KTX when KTX-Sancheon running downstream.

Fig. 4. Return current measurement graph when KTX-Sancheon running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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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귀선전류 및 귀선전류고조파 측정결과

Fig. 5와 같이 호남선 신흥리보조급전구분소 부근에서 KTX산천 시험열차를 투입하여 하행선 B타입 궤도회로에 설치된 임피

던스본드와 상행선 C, D타입 궤도회로에 설치된 임피던스본드간 귀선전류 출력크기를 측정하였다. 

Fig. 6은 차량 1차측과 하선에 위치한 임피던스본드(B)에서 측정한 각각의 귀선전류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있었다. 따

라서 차량에서 흘려보낸 귀선전류 대부분은 자기방향의 임피던스본드측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하선 차량운행

의 경우 차량에서 흘려보낸 귀선전류가 자기방향측의 임피던스본드(B)측 부근에서 횡단접지선을 통하여 반대방향의 상선 임피

던스본드(C, D)측으로 거의 절반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ig. 7은 차량운행시 발생되는 기본주파수에 포함된 33차

와 35차 고조파전류를 측정한 것으로 궤도회로에 문제가 되고 있는 C타입 1.980[Hz] 궤도회로주파수대로 C타입중 Low 주파

수인 1,980[Hz]에서 차량에서 발생된 귀선전류의 30%가 자기방향의 임피던스본드(B)로 흘러들어갔으며, 반대선로에 위치한 임

피던스본드(C,D)로 일부분이 흘렀으나 그 값이 미미하여 궤도회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값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8은 KTX산천 고속차량이 호남선 신흥리보조급전구분소 부근 상행 운행시 차량과 임피던스본드측에서 60[Hz] 기본주파

수대의 귀선전류를 측정한 그래프로 차량 1차측과 상선에 위치한 임피던스본드(C,D)에서 측정한 각각의 귀선전류가 거의 유사

한 값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차량에서 흘려보낸 귀선전류 대부분은 자기방향의 임피던스본드측으로 흘러들어간

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상선 차량운행의 경우 차량에서 흘려보낸 귀선전류가 자기방향측의 임피던스본드(C,D)측 부근에서 횡

단접지선을 통하여 반대방향의 하선 임피던스본드(B)측으로 10%정도가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ig. 9는 차량운행시

Fig. 5. Measurement point of the return current and harmonic frequency : impedance B, C, D types.

Fig. 6. 60[Hz] return current measurement graph when the vehicle is going downstream.



최재식 · 김희식 · 박주훈 · 김범곤

4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1호 (2016년 2월)

발생되는 기본주파수에 포함된 33차와 35차 고조파전류를 측정한 것으로 궤도회로에 문제가 되고 있는 C타입 1,980[Hz] 궤도

회로주파수대로 C타입중 Low 주파수인 1,980[Hz]에서 차량에서 발생된 귀선전류의 약 70%가 자기방향의 임피던스본드(C,D)

로 흘러들어갔으며, 반대선로에 위치한 임피던스본드(B)로 일부분이 흘렀으나 그 값이 미미하여 궤도회로에 영향을 미칠 정도

의 값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0과 11은 고속차량이 각각 상, 하행 운행시 상하선 임피던스본드(D,A)에 흐르는 귀선전류를 측정한 그래프로 차량이 하

행 운행시 상선으로 전도되는 고조파전류가 상선 운행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고조파전류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12는 차량이 상행 운행시 상행에 위치한 임피던스본드(D)와 하행에 위치한 임피던스본드(A)의 출력단에서 AF궤도회로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는 A, B, C, D 타입의 주파수대역에서 흐르는 고조파귀선전류를 측정한 그래프로 궤도회로 C타입 대역

에서 자기방향의 상선임피던스본드(D) 출력단에서 최대 2.37[A]가 흘렀고 나머지 대역은 거의 미세한 전류만 흐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7. 1,980[Hz] return current harmonic measurement graph when the vehicle is going downstream.

Fig. 8. 60[Hz] return current measurement graph when the vehicle is going upstream.

Fig. 9. 1,980[Hz] return current harmonic measurement graph when the vehicle is going up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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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Up/down impedance bond(D,A) return current measurement graph when the vehicle is going upstream.

Fig. 11. Up/down impedance bond(D,A) return current measurement graph when the vehicle is going downstream.

Fig. 12. Up/down impedance bond(D,A) return current measurement graph of AF track circuit frequency band(A,B,C,D) when the

vehicle is going up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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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호남선 상행선을 주행할 때 신흥리보조급전구분소부근 상하선 임피던스본드에서 측정된 귀선전류에 대해서 Table 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C타입에서 가장 큰 전류가 전달되었으나 상행에서 하행으로의 전류전달 비율은 B타입조건에서 최대 34%

로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Fig. 13은 열차가 하행으로 주행시 자기방향에 위치한 임피던스본드(A)와 반대방향인 상행에 위치한 임피던스본드(D) 각각의

출력단에서 AF궤도회로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는 A, B, C, D 타입 주파수대역의 고조파귀선전류를 측정한 그래프로 궤도회로 C

타입 대역에서 자기방향의 하선임피던스본드(A) 출력단에서 최대 2.2[A]가 흘렀고 나머지 대역은 거의 미세한 전류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차가 호남선 하행선을 주행할 때 신흥리보조급전구분소부근 상하선 임피던스본드에서 측정된 귀선전류에 대해서 Table 2

에 나타낸 것과 같이 C타입에서 가장 큰 전류가 전달되었으며 상행에서 하행으로의 전류전달 비율은 B타입조건에서 최대 71%

로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1. Return current transference rate crossing downstream when the vehicle is going upstream.

Frequency UP B1(D) DOWN B1(A) Rate(%)

60Hz 111.4 A 7.6 A 7%

A-type 0.208 A 0.071 A 34%

B-type 0.063 A 0.002 A 3%

C-type 2.370 A 0.092 A 4%

D-type 0.144 A 0.007 A 5%

Fig. 13. Up/down impedance bond(D,A) return current measurement graph of AF track circuit frequency band(A,B,C,D) when the

vehicle is giong downstream.

Table 2. Return current transference rate crossing downstream when the vehicle is going downstream.

Frequency DOWN B1(A) UP B1(D) Rate(%)

60Hz 94.2 A 33.3 A 35%

A-type 0.137 A 0.026 A 19%

B-type 0.042 A 0.030 A 71%

C-type 2.206 A 0.455 A 21%

D-type 0.097 A 0.030 A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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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TX산천 차량이 일반철도구간 하행 운행시 발생되는 귀선전류고조파의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귀선회로인

공동접지회로와 반대편 임피던스본드를 통하여 상선측에 위치한 1,980[Hz] C타입 궤도회로주파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하

였고 또한 KTX산천 고속차량이 호남선 하선 주행시 상선으로 전도되는 고조파전류가 상선 주행시보다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호남선 신흥리급전보조구분소구간이 상선측에만 공동접지선이 매설되

어 있어서 하선 열차주행에 따라 횡단귀선로를 통해 상선측으로 유입되는 귀선전류가 많기 때문이란 것을 확인하였다. 궤도회

로 부정동작 발생당시 문제가 되는 C타입 궤도회로 수신기를 모두 노이즈에 대한 해석능력을 가진 디지털식으로 교체하면서

더 이상 부정동작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조파를 발생하는 KTX산천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하는 한 안전 측면에서 완전하게 해

소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현재 선로변 공동접지방식을 한쪽방향에서 양쪽방향 모두 설치하는 것

이 차량과 신호간 전자파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최근 원강선에 투입되는 KTX산천 차량은 전력변

환시 스위칭방식을 9펄스에서 13펄스로 개량하여 궤도회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궤도회로도 고조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주파수방식에서 코드분할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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