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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회로시스템에서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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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stance Between the Track Circuits 

Using Identical Frequency in Railway Track Circu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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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eok Kim․Jong-Woo Lee)

Abstract - Electrical railway system consists of rolling stock, track, signal and streetcar line system. Track circuit 

system is a vital system due to checking the location of trains. Track circuits are divided by using frequency and 

isolated electrically. Currently, there is not a regulation for the distance between track circuits using identical frequency. 

In case of installing additional track circuits in large stations or marshalling yard, the problem which is that the signal 

is not exactly transmitted to the track circuit occurs due to the mutual interference. In other words, the track circuit 

properly is not operated on account of wrong induction current by the mutual inductance between track circuits.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electrical model between track circuits and numerically calculate demanded parameters in electrical 

model. The distance between track circuits satisfying the mutual inductance which does not happen to the mutual 

interference phenomenon is presented about the distance of track circuit. It is proved by using Matlab and PSpice 

program as the amplitude of mutual induce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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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철도신호시스템인 AF(Audio Frequency)궤도회로시스템

은 기회로인 궤도회로를 통해 열차 유무를 검지하고 지상

의 정보를 차상으로 달한다. 지상의 정보는 반송 에 실

어서 일을 통해 차상장치에 송한다. AF궤도회로는 주

수를 이용하여 궤도를 일정부분으로 나 어 기 으로 

연하고, 각 연된 부분을 한 개의 회로로 구성한다. 이를 

폐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 국내에서 AF궤도회로 주

수는 1[kHz]～7[kHz]를 사용하고 있다. 기 으로 연하

기 해 주 수 발생부인 송신부, 궤도회로 주 수 공진설비

인 튜닝유니트가 사용된다. AF궤도회로시스템의 고장은 열

차운행 지 등 장애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서 안 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1].

재 철도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역이나 역 같

은 형 역이나 차량기지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궤도가 평행

하게 많이 부설되어 있다[2]. 

이에 따라 궤도회로를 추가 으로 부설시, 동일한 주 수

를 사용하는 AF궤도회로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하지만 재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AF궤도회로 사

이의 이격거리에 한 규정이 없다. 동일한 주 수를 사용

하는 AF궤도회로 사이의 상호유도 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유도 류가 차량에 송되면 열차운행 지 등 철

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3].

그림 1  형역의 궤도회로 부설 황

Fig. 1 Construction status of track circuits in large station

AF궤도회로 사이의 상호유도 상은 궤도회로 주 수에 

따라 달라진다. AF궤도회로 주 수에 따라 시간에 한 

류의 변화율이 달라짐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AF궤도회로 주 수에 한 상호 간섭 상

이 발생하지 않는 상호인덕턴스를 정의하여 이를 만족하는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분석해야한다.

본고에서는 AF궤도회로 사이의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에 

요구되는 라미터 값을 수리 으로 계산하 고 이를 

Maxwell 로그램을 사용하여 입증하 다. 한 궤도회로 

주 수  2040[Hz]를 기 으로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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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발생하지 않는 상호인덕턴스를 정의하여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궤도회로 길이에 따라 제시한다. 이를 

Matlab  PSpice 로그램을 사용하여 상호 유도 류의 크

기로 입증하 다.

2 . 궤도회로 사이의 모델

AF궤도회로는 주 수 별로 하나의 루 로 형성되어 있어 

궤도회로 사이의 모델은 항과 자기인덕턴스로 구성된 일

종의 변압기 형태이다[4]. 그림 2는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

는 궤도회로 사이의 기  모델을 제시한다. 궤도회로는 

폐루 가 형성되어 있어서 일에 자기장이 발생된다. 이 

자기장은 2차측 궤도회로의 폐루 에 자속을 통과시킴으로

써 상호인덕턴스가 존재하게 되어 1차측 궤도회로와 기

으로 결합되는 회로가 구성된다. 1차측 궤도회로를 기 으

로 1차측 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 2차측에 유도되는 

류를 해석하기 해 2차측 궤도회로에 압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림 2  궤도회로 사이의 기  모델

Fig. 2  Electrical model between track circuits

은 1차측 일의 항을 의미하고, 은 1차측 일의 자

기인덕턴스를 의미한다. 는 2차측 일의 항을 의미하

고, 는 2차측 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의미한다. 은 궤

도회로 사이의 상호인덕턴스를 의미한다.

2 .1  일의 항

항은 류를 방해하는 성분으로 일에서 단  길이당 

항은 식(1)과 식(2)로 계산된다[5].

    


                  (1)

은 일의 길이를 의미하고, 은 일의 도 율을 의미한

다. 은 일의 단면 을 의미한다. 그림 2의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궤도회로 사이에서 2차측 궤도회로의 향을 

포함한 1차측 일의 항은 식(2)로 계산한다[6].

 





               (2)

은 2차측 궤도회로의 향을 받은 1차측의 항을 의미

하고, 는 각주 수를 의미한다. 1차측 궤도회로와 2차측 궤

도회로의 상호 간섭으로 인해 동일한 궤도회로 주 수에 

해 1차측 항이 증가하고, 2차측도 1차측과 동일한 상호간

섭이 발생하여 항이 증가한다.

2 .2  일의 자기 인덕턴스

일의 자기인덕턴스는 Ampere 법칙을 이용하여 식(3)으

로 계산한다[7].

  
 


 
 
           (3)

는 일 사이의 거리이고, 은 일의 폭을 나타낸다. 은 

일의 투자율, 는 자유공간에서의 투자율을 의미한다. 그

림 2의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궤도회로 사이에서 2차측 

궤도회로의 향을 포함한 1차측 일의 자기인덕턴스는 식

(4)로 계산한다[5].

  





              (4)

은 2차측 궤도회로의 향을 받은 1차측의 자기인덕턴스

를 의미한다. 1차측 궤도회로와 2차측 궤도회로의 상호간섭

으로 인해 동일한 궤도회로 주 수에 해 1차측 자기인덕

턴스가 감소하고, 2차측도 1차측과 동일한 상호간섭이 발생

하여 자기인덕턴스가 감소한다.

3.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간섭 상

AF궤도회로 사이의 상호간섭 상은 궤도회로 사이의 상

호인덕턴스의 크기와 유도 류의 크기로 설명한다. 상호인

덕턴스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은 일에 의해 발생된 자기장

이 변형이 없어야 궤도회로 신호를 차상에서 안정 으로 신

호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은 자기장의 변형이 

없는 경우와 변형된 경우를 나타낸다[8].

그림 3 자기장의 변형

Fig. 3 Variety of magnetic field 

유도 류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은 인 궤도회로에 의해 

차상에서 잘못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인덕턴스

AF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r로 정의하고, 궤도회로 

사이의 모델을 나타내면 그림 4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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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격거리에 한 궤도회로 사이의 모델

Fig. 4 Model including the distance between track circuits

  는 1차측 일의 길이를 의미하고, 는 2차측 일의 길

이를 의미한다. 는 1차측 궤간을 의미하고, 는 2차측 궤간

을 의미한다. 기  단 는 [m]이고, Ampere 법칙에 의해 1

차측 궤도회로의 한쪽 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식(5)이다.

 

                      (5)

는 원통좌표계에서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에 한 단

벡터이고, 는 자기장이 미치는 범 까지의 반경을 의미한

다. 식(5)을 이용하여 1차측 궤도회로에서 발생되는 자기장

이 2차측 궤도회로에 미치는 자속을 일별로 각각 계산하

여 더하면 식(6)이다[10].

 























 
  

 


 
 

 

     (6)

식(6)을 이용하여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인덕턴스는 식(7)

이다.

 




  
  

       (7)

3.2  유도 류의 크기

그림 2의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궤도회로 사이의 

기  모델로부터 Kirchhoff 압법칙을 용하여 회로방정

식을 유도하면 식(8), 식(9)이다. 식(8)은 1차측 궤도회로에 

한 압방정식이고, 식(9)은 2차측 궤도회로에 한 압

방정식이다[11].

   ′  ′           (8)
   ′  ′            (9)

식(8), 식(9)의 미분방정식을 풀기 해 식(8)과 식(9)을 미

분한 식(10), 식(11)을 이용한다.

′   ′  ′′  ′′         (10)
    ′  ′′  ′′          (11)

2차측 궤도회로에 흐르는 유도 류인 에 해 해석

하기 해 식(11)을 제외하고 식(8), 식(9), 식(10)에서 

′   ″  ′  에 해 행렬로 나타내면 식

(12)이다[12].









  
  
  









″ 
′ 











    
    
    









′ 

″ 
′ 


   (12)

식(12)을 이용하여 ″ 을 ′  ″  ′  로 
나타내면 식(13)이다.

′′   

′ 


″ 


′ 


(13)

식(13)을 식(11)에 입하여 압방정식으로 표 하면 식

(14)이다[13].

″  ′          (14)
 


                  (15)

 


                  (16)

 


                   (17)




                    (18)

식(14)의 미분방정식을 풀기 해 식(19)과 식(20)을 이용

한다[14].

  
              (19)

    
 

            (20)

식(19)과 식(20)을 식(11)에 입하여 2차측 궤도회로에 

흐르는 유도 류의 크기를 나타내면 식(21)이다.

  


         (21)

4 .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는 국내 AF궤도회로 주 수인 1[kHz]～

3[kHz]에서 2040[Hz]를 기 으로 하고, 1차측 궤도회로와 2

차측 궤도회로의 일의 길이는 동일하게 용한다. 궤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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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압은 5[V]를 기 으로 한다[15].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는 1차측과 2차측 일의 길이가 50[m]이고, 궤도

회로 사이의 거리가 3[m]인 경우로 입증한다. 2040[Hz] 주

수를 사용하는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간섭 상이 발생하

지 않는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이를 Matlab 로그램을 통

해 입증한다. 상호간섭 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격거리를 

입증하기 해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인덕턴스에 해 2차측 

궤도회로에 유도되는 류의 크기를 계산하여 Matlab  

PSpice 로그램을 통해 입증한다.

4 .1  기  특성

4 .1 .1  일의 항  자기 인덕턴스

궤도회로의 기  특성인 일의 항  자기인덕턴스

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  특성 값을 Maxwell 로그램

의 결과와 실제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입증한다. 측정시험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자갈도상궤도에서를 기 으로 궤도회로 

주 수가 2040[Hz]이고 일의 길이가 1[m]인 경우, 일의 

항  자기인덕턴스는 표 1이다[16].

주 수 항 자기인덕턴스

2040[Hz] 1.315[mΩ] 1.312[μH]

표 1  일의 항  자기인덕턴스

Tab le 1  Resistance and self inductance of rails

4 .1 .2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인덕턴스

식(7)에 의해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인덕턴스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m],    [m],  [m]

∴[µH]

  그러므로 1[m]당 상호인덕턴스는 다음과 같다.

∴[µH/m]

4 .1 .3 시뮬 이션 해석

4.1.2의 동일한 조건으로 Maxwell 로그램 결과를 표 1

과 비교하기 해 일의 길이가 1[m]로 변환하면 표 2이

다.

그림 5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간섭

Fig. 5  Mutual interference between track circuits

그림 6  시뮬 이션 결과

Fig. 6  Simulation results

그림 6의 시뮬 이션은 일의 길이가 50[m]인 경우에 

해석된 값이다. 하나의 궤도회로는 일이 2개로 이루어지

므로 Current 4와 Current 1이 하나의 궤도회로이고, 

Current 5와 Current 8이 하나의 궤도회로이다. 일의 항 

 자기인덕턴스, 상호인덕턴스에 한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호인덕턴스의 경우에는 자속의 방향에 따라

서 부호가 달라지고, 크기는 값을 취해서 사용한다.

  [Ω]

  × ×  [μH]

 × × × 
[μH]

그러므로 1[m]당 기  특성 값은 표 2와 같다. 

구분 기  특성 값

일의 항 1.305[mΩ/m]

일의 자기인덕턴스 1.316[μH/m]

상호인덕턴스 1.0480[μH/m]

표   2  기  특성

Tab le 2  Electrical characteristic

시뮬 이션 해석결과, 일의 항  자기인덕턴스, 궤도

회로 사이의 상호인덕턴스가 모두 실제 측정치  수리  

해석 결과와 오차가 5[%]～7[%] 사이로 해석되었다.

4 .2  상호인덕턴스에 따른 일의 항  자기 인덕턴스

상호인덕턴스에 한 일의 항  자기인덕턴스 변화 

식인 식(2)과 식(4)을 이용하여 상호간섭 상이 발생하지 

않는 상호인덕턴스를 1[m]을 기 으로 정의한다[17]. 궤도회

로 주 수가 2040[Hz]이고, 일의 길이를 1[m]로 하 을 

시, 상호인덕턴스에 한 일의 항  자기인덕턴스의 변

화는 그림 7이다.

 

(a)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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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ductance

그림 7  일의 기  특성에 상호인덕턴스의 향 

Fig. 7 Influence of mutual inductance upon electrical 

characteristic of rails

그림 7의 결과, 궤도회로 사이의 상호인덕턴스가 

×[H]이하인 경우에 일의 항과 자기인덕턴스 변

화가 없다. 이는 궤도회로 사이에 상호간섭 상이 발생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18]. 일의 길이가 길어지면 일의 

항  자기인덕턴스도 비례 으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정의

된 상호인덕턴스는 일의 [m]당 상호간섭 상이 발생하지 

않는 값이다.

4 .3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

궤도회로의 하나의 폐색구간은 도시철도, 역철도, 고속

철도에서 약 50[m]～1500[m]을 사용한다[19]. 본 논문에서는 

표 으로 일의 길이가 50[m], 100[m], 250[m], 500[m], 

1500[m]이고, 궤도회로 주 수가 2040[Hz]인 경우에 그림 7

에서 정의된 상호인덕턴스를 만족하는 궤도회로 사이의 이

격거리를 식(7)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표 3이다.

일의 길이 이격거리

50[m] 11.2[m]

100[m] 16.3[m]

250[m] 26.7[m]

500[m] 38.3[m]

1500[m] 67.4[m]

표  3 일의 길이에 한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

Tab le 3 Distance between track circuits about length of 

rails

일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간섭 상이 발생하지 

않는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가 증가한다. 이는 일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일에서 발생  통과하는 자속양이 

많다는 것이다[19]. 한 표 3의 이격거리는 일에 의해 발

생되는 자기장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기 거리 값이다.

4 .4  유도 류의 크기

표 3에서 정의된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에서 2차측 궤

도회로에 유도되는 류의 크기를 식(21)을 이용하여 계산

하고, PSpice 로그램으로 입증한다. 그림에서 (a)는 상호인

덕턴스에 한 유도 류의 크기를 Matlab 로그램을 사용

하여 수리 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b)는 그림 2의 모델을 

이용하여 PSpice 로그램으로 시간에 한 유도 류의 진

폭의 최 값을 해석한 결과이다.

 

(a) Numerical analysis

(b) Simulation analysis

그림 8  유도 류의 크기( 일의 길이=50[m])

Fig. 8  Amplitude of induced current(length of rails=50[m])

 

(a) Numerical analysis

(b) Simulation analysis

그림 9  유도 류의 크기( 일의 길이=100[m])

Fig. 9  Amplitude of induced current(length of rails=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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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analysis

(b) Simulation analysis

그림 1 0  유도 류의 크기( 일의 길이=250[m])

Fig. 1 0  Amplitude of induced current(length of rails=250[m])

 

(a) Numerical analysis

(b) Simulation analysis

그림 1 1  유도 류의 크기( 일의 길이=500[m])

Fig. 1 1  Amplitude of induced current(length of rails=500[m])

 

(a) Numerical analysis

(b) Simulation analysis

그림 1 2  유도 류의 크기( 일의 길이=1500[m])

Fig. 1 2  Amplitude of induced current(length of rails=1500[m])

일의 길이
유도 류의 크기

수리  결과 시뮬 이션 결과

50[m] 11.71[mA] 10.899[mA]

100[m] 2.93[mA] 2.7224[mA]

250[m] 0.469[mA] 435.976[μA]

500[m] 0.117[mA] 108.994[μA]

1500[m] 0.013[mA] 12.092[μA]

표   4  일의 길이에 한 유도 류의 크기

Tab le 4  Amplitude of induced current about length of rails

수리  해석과 시뮬 이션 해석의 오차가 5[%] 이내이고, 

유도 류의 크기는 15[mA]이하로 해석되었다. 유도 류의 

기 치는 궤도회로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50[mA]～

800[mA]이다. 그림 13은 재 한국형 고속철도에서 궤도회

로로 사용하고 있는 UM71의 류기 치인 800[mA]를 나타

내고 Icc는 궤도회로에 흐르는 류를 의미한다. 이 수치는 

궤도회로의 차상시스템에서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인

궤도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류의 크기이다[20]. 즉, 표 

3의 이격거리는 일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변형이 발생되

지 않는 것과 유도 류의 기 치모두 만족한다.

그림 1 3 UM71 궤도회로의 류 기 치

Fig. 1 3 Current standard of the UM71 track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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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   론

본고에서는 AF궤도회로사이의 기  모델을 제시하 다. 

2040[Hz]인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궤도회로 사이에 상호

간섭 상이 발생하지 않는 상호인덕턴스를 이용하여 일

의 길이에 따라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제시하 다.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궤도회로 사이에서 일의 길

이가 길어질수록 일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의 변형이 발

생하지 않는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가 증가한다. 이는 

일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1차측 궤도회로에서 발생하는 자

기장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2차측 궤도회로를 통과하는 자속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궤도

회로간 이격거리가 증가한다. 자속은 거리제곱에 반비례하

므로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인  궤도회로를 통과하는 자속양이 어

든다. 즉, 상호인덕턴스가 감소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궤도회로간 이격거리를 만족하는 경우, 

유도 류의 크기는 차상안테나에서 궤도회로 신호를 수신하

는 류 기 치 이하의 크기로 해석되었다. 일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도 류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는 일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궤도회로의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유

도되는 류의 크기는 감소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AF궤도회로를 설계시, 각 궤도회로마다 주

수 분배에 이용된다. 한 궤도회로가 많이 설치된 형역

이나 차량기지에서 궤도회로 주 수별로 동일한 주 수를 사

용하는 궤도회로 사이의 이격거리를 정하는 기 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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