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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장치에서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가 주파수 응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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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Mutual Inductance between Wayside Transmitter and 
On-board Receiver upon Frequency Response in ATS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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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ailroad signaling systems perform controlling the distance and routes between trains. Signaling methods on 

the wayside are to control passively the train speed by using signal flags which are installed on the wayside. 

ATS(Automatic Train Stop) device is used as the signaling method on the wayside in Korea. The ATS device is 

assistance equipment of engineers. Signal information is transmitted by combining mutual inductance between the 

wayside transmitter and on-board receiver. The wayside transmitter performs changing oscillation frequency according to 

the signal information. The on-board receiver performs controlling the train by receiving the frequency. Currently, the 

oscillation frequency on the on-board receiver is 78[kHz] in case of normal state. When the on-board receiver is over 

the wayside transmitter, the oscillation frequency is changed by capacitors of the wayside transmitter according to signal 

flags. In case of changing the oscillation frequency, the waveform is modified in the wayside transmitter and on-board 

receiver. This phenomenon is that other signals or communication frequency are included. In this paper, electric model 

between the wayside transmitter and on-board receiver is suggested and frequency response in the wayside transmitter 

and on-board receiver including other signals is estimated by the coupling coefficient. Also, the value of coupling 

coefficient is proposed to exclude other signals and demonstrated by using Matlab and PSpice program

Key Words : ATS device, Mutual inductance, Frequency response, Wayside transmitter, On-board receiver

* 정 회 원 : 한국 기산업진흥회 연구개발  주임

** 비 회 원 : 서울메트로 신호처 선임

† 교신 자, 정회원 : 서울과학기술 학교 철도 문 학원 

철도 기신호공학과 교수

E-mail : saganlee@seoultech.ac.kr

   수일자 : 2011년 12월 15일

  최종완료 : 2012년  2월 23일

1. 서  론

철도신호시스템은 열차들의 운행간격과 열차진로를 제어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열차를 보다 안 하고 효율 으로 운

행하는데 있어 핵심 인 시스템이다[1]. 철도신호시스템에서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열차운행이 마비되며, 열차충돌이

나 탈선과 같은 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열차

제어정보 송의 안 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철도신호시스템에서 신호방식은 크게 지상신호방식과 차

상신호방식이 있다. 재 국내에서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지

상신호방식인 ATS(Automatic Train Stop)와 차상신호방식

인 ATO (Automatic Train Operation) 장치를 사용하여 열

차를 제어한다. 역철도의 경우에는 지상신호방식인 ATS 

(Automatic Train Stop) 장치를 사용하여 열차를 제어한다

[2].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제어를 해 차상신호방식인 

ATC (Automatic Train Control)  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장치 등을 사용하고 있다[3]. 이처럼 다양

한 철도신호시스템이 설치됨에 따라 주 수를 이용한 열차

제어정보 송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4]. 

하나의 로 ATS 장치가 설치된 구간에서 ATO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주 수 간섭이 발생하여 ATS 장치에 오동

작이 발생하여 열차가 정지하는 장애가 발생하 다. 모든 

구간에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구간에 해

서 발생하 으므로 타 구간과 차이 을 분석한 결과, 지상자

와 차상자 사이의 이격거리가 다른 것을 확인하 다. 문제

가 발생한 구간에서는 BPF(Band Pass Filter)을 설치하여 

문제가 되는 주 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5]. 

그러나 필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장측정을 통해 주 수 역을 분석하여 주 수에 맞는 필

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 새로운 신호시스템

을 설치하는 경우에 필터를 교체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6].

본 논문에서는 ATS 장치가 설치된 구간에서 다른 신호

시스템과의 주 수 간섭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ATS 지상자와 차상자 안테나 사이의 기  모델

을 이용하여 ATS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에 주 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상호인덕턴스 값을 제시하 다. 자갈도상궤

도의 경우에는 자갈의 이동  볼트와 트의 노후화로 인

해 ATS 지상자의 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

인덕턴스로부터 ATS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주 수 간섭

이 발생하지 않는 이격거리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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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S 장치의 기  모델  오동작 황 분석

2.1 지상자와 차상자의 모델

ATS 장치는 제어방식으로 Fig.1과 같이 차상자가 지상

자 를 지나가면서 열차속도정보를 수신한다. 지상자와 차

상자 사이의 정보 송은 Fig.2와 같이 발진회로에서의 주

수 변주 상을 이용하고 있다[7][8].

그림 1 ATS 장치의 지상자  차상자

Fig. 1 Wayside transmitter and on-board receiver in ATS 

device

그림 2 ATS 장치의 주 수 변조

Fig. 2 Frequency modulation in ATS device

Fig.2에서 보듯이 차상장치의 발진회로에서 기본 주 수

로 발진하고 있다가, 지상자 를 통과할 경우 지상자의 커

패시터 값에 따라 발진주 수가 변주되는 Ziehen 효과를 이

용하는 방식으로서, 각 발진주 수 별로 열차허용속도를 지

정해둠으로써 열차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재 도시  역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ATS(5 시) 

장치의 경우에 사양은 Table 1과 같다[9].

표 1 ATS 장치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ATS device

구분 값

열차 최고속도 80[km/h]

주 수 변조 5주 수

신호 시와 주 수

G(free) 98[kHz]

YG(65[km/h]) 106[kHz]

Y(45[km/h]) 114[kHz]

YY(25[km/h]) 122[kHz]

R(0[km/h]) 130[kHz]

차상자와 지상자간의 거리 70~290[mm]

응동하는 주 수 범 각 공진주 수±2[kHz]

2.1.1 지상자 구조

ATS 장치의 지상자는 Fig.3과 같으며, 0.18[mm]선으로 된 

폴리에틸  피복을 한 선을 장방형으로 반지름 1.25[mm]

로 18회 감아서 여기에 콘덴서와 길이 5[m] 는 10[m]의 

리드선이라고 하는 폴리에틸  이블을 연결한 후에 유리

질과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성형한 것으로서 약 5[kg]의 무

게를 갖는다. 지상자의 기  특성은 코일의 인덕턴스는 

330[μH], 콘덴서는 5[nF]으로 이들을 조합해서 130[kHz] 

±0.5[kHz]의 공진 주 수를 갖는다[9].

그림 3 ATS 장치의 지상자

Fig. 3 Wayside transmitter in ATS device

2.1.2 차상자 구조

ATS 장치의 차상자는 Fig.4와 같으며, 0.6[mm]의 선에 견

을 감은 에나멜 선을 반지름 1.25[mm]의 원형으로 38회 감

고 상호 일정한 간격을 가진 코일 2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코일에 리드선 이라고 불리는 길이 1.5[m] 는 2.5[m]의 폴

리에틸  실드 이블을 연결한 후 유리질폴리에틸  수지로 

형성하고 조정용 구를 붙인 것으로 무게가 약 7[kg]이다. 

각 코일의 임피던스는 타단을 개방하 을 때 510[μH]이고 

양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는 1.5[μH]이다[9].

그림 4 ATS 장치의 차상자

Fig. 4 On-board receiver in ATS device

2.1.3 기  모델

ATS 지상자와 차상자의 구조를 고려하여 두 안테나 사

이의 기  모델을 나타내면 Fig.5와 같다[7][10].

그림 5 ATS 장치의 기  모델

Fig. 5 Electrical model in ATS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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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차상자 1차측에 흐르는 류이고,  는 차상자 

2차측에 흐르는 류이다.  는 지상자에 흐르는 류이

다. 는 차상자 1차측 압이고, 은 이블  내부 

항을 포함한 1차측 항이다. 은 1차측 자기인덕턴스이고, 

는 2차측 자기인덕턴스이다. 는 이블  내부 항을 

포함한 2차측 항이고, 는 차상자의 1차측과 2차측의 

상호인덕턴스이다. 는 지상자의 자기인덕턴스이고, 은 

지상자의 커패시턴스이다. 은 차상자 1차측과 지상자 사

이의 상호인덕턴스이고, 은 차상자 2차측과 지상자 사이

의 상호인덕턴스이다. 차상자와 지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

스는 지상자와의 거리  코일의 턴수가 동일하므로 식(1)

을 만족한다.

    (1)

2.2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

ATS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를 계산하기 

해 차상자 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도를 Biot-Savart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식(2)와 같다[11].

 



  (2)

 
  (3)

는 자유공간에서의 투자율이고, 는 차상자의 턴수이

다. 는 차상자 코일의 단면 이고, 는 차상자 코일의 

단면 에 한 반지름이다. 는 차상자와 지상자 사이의 

이격거리이다.

식(2)을 이용하여 지상자에 유도된 역기 력을 계산하면 

식(4)와 같다.

  











 
(4)

 
 (5)

는 지상자 코일의 턴수이고, 는 지상자 코일의 단면

이다. 는 지상자 코일의 단면 에 한 반지름이다. 식

(4)로부터 차상자와 지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는 식(6)과 

같다.

  



(6)

식(6)으로부터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이격거리를 계산

하면 식(7)과 같다.

 


 


(7)

2.3 상호인덕턴스에 따른 차상자의 자기인덕턴스 변화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는 이격거리에 따라 

변한다. 상호인덕턴스가 변화함에 따라서 지상자의 향으

로 인해 차상자의 자기인덕턴스가 변한다. 차상자의 1차측

과 2차측 자기인덕턴스 변화는 지상자와의 상호인덕턴스가 

동일하므로 같다. Fig.5에서  에 한 루 와  에 

한 루 에 해 Kirchhoff  Euler 법칙을 사용하여 행렬로 

나타내면 식(8)과 같다.











  

 







 







 





 (8)

식(8)에서 역행렬을 이용하여    을 계산하면 식(9) 

 식(11)과 같다.

  (9)

 
 

  
 


 





(10)

  (11)

 
 

  
 


 

 
 

(12)

식(9)  식(11)을 Fig.5에서  에 한 루 에 해 

Kirchhoff  Euler 법칙을 용한 식에 입하면 차상자의 

임피던스가 계산되며, 식(13)과 같다.




     (13)

식(13)에서 차상자의 자기인덕턴스는 허수부분에 각주

수를 나  값인 식(14)와 같다.

  

 
(14)

2.4 오동작 황  분석

2.4.1 황

ATS 장치는 지상신호기의 시정보를 차상에 하기 

한 수단으로서 자  유도작용을 이용하고 있다. 차상자가 

지상자의 근할때 차상에 설치된 발진회로의 송특성에 

변화를 주어 발진주 수를 변화시키는 변주식(주 수 변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여 기와 조합해서 2차회로 

결합의 유무를 계 기의 상태변화(3, 4 시 ATS 차상장치) 

혹은, 디지털화해서 지상의 신호 시 내용을 별하여 ATS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ATS 오동작의 한 로 

서울메트로에서 신호설비를 ATS 장치에서 ATO 장치로 교

체 후 원인불명의 노이즈로 인하여 ATS 차상장치의 오동작

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의 제동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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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동은 승차감을 하시키고 일과 차륜의 마모를 

증가시키게 된다. Table 2는 서울메트로 2호선에서의 ATS 

오동작 발생 황을 나타낸다[5].

표 2 서울메트로 2호선에서의 ATS 오동작 발생 황

Table 2 The number of malfunction of ATS device in 

Seoulmetor 2 line

2011년 월별 ATS 오동작건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건수 199건 130건 85건 69건 89건 70건 642건

2.4.2 분석

Table 2의 오동작 발생 황  열차속도정보 송에 문

제가 발생된 경우는 약 10[%]인 60건이다. 원인은 지상자 

혹은 차상자의 볼트  트의 노후화로 인한 치 변경, 주

수 간섭  ATS 차상장치를 장착한 열차가 진행신호를 

정지  주의신호  1개로 인식하는 것이다. 외부잡음이 

없는 경우에 ATS 차상자의 기본 발진주 수에 한 주 수 

응답은 Fig.6과 같다.

그림 6 ATS 장치에서 기본 발진주 수에 한 주 수 응답

Fig. 6 Frequency response of normal oscillation frequency  

in ATS device 

Fig.6의 결과, 외부잡음이 없는 경우에서는 기본 발진주

수(78[kHz])에서 압값이 약 10[Vrms]로 가장 높다. 한 

2차, 3차, 4차 등의 고조 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수 간섭에 의한 ATS 오동작이 발생한 경우에서 주

수 응답에 한 장측정결과는 Fig.7과 같다[5].

그림 7 ATS 장치의 오동작 발생시 주 수 응답

Fig. 7 Frequency response in ATS device in case of 

malfunction

그림 8 ATS 차상자에 유입된 신호의 주 수 응답

Fig. 8 Frequency response in on-board receiver of ATS 

device

Fig.7  Fig.8은 ATS 장치에 오동작이 발생될 때에 측

정된 신호이다. Fig.8의 경우에는 ATS 차상장치를 OFF시

킨 경우에서의 측정신호이다. ATS 장치는 OFF된 상태이므

로 측정된 신호는 외부 잡음이 유입된 것이다. 이것이 ATS 

오동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가장 크기가 큰 주 수 역

은 10.5[kHz] 주 수이다. 이 10.5[kHz] 주 수는 궤도회로 

신호장치에서 사용하는 주 수이다. 그러므로 궤도회로에 

사용된 주 수가 ATS 차상장치로 들어온 것이다. 측정구간

은 서울메트로 2호선의 서울 입구역 근처이며, 이 경우 차

상자와 지상자 사이의 이격거리는 Fig.9와 같이 실제 측정 

결과, 약 285[mm]이다.

그림 9 ATS 장치의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거리

Fig. 9 Distance between wayside transmitter and on-board 

receiver in ATS device

Fig.6, Fig.7  Fig.8을 분석한 결과, 40[kHz] 부근의 신

호가 4[Vrms] 정도로 기본 발진주 수 크기인 3[Vrms]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용되는 기본 발진주 수가 

다른 주 수 역보다 압이 커야하는데 보통이다. 하지만 

다른 역과 비교하여 40[kHz] 부근의 신호가 큰 압을 가

지고 있으므로 이 신호로 인해 ATS 오동작이 발생하 다. 

이는 Fig.7의 결과와 같이 분석하면 이 경우는 궤도회로 주

수 10.5[kHz]의 신호가 Fig.10의 차상자의 발진증폭회로를 

거치면서 40[kHz]에서 잡음이 크게 발생되는 자  장해에 

의한 상이다.

그림 10 ATS 차상자의 발진증폭회로

Fig. 10 Oscillation amplifier circuit in ATS on-board device

이와같은 주 수 간섭에 의해 ATS 오동작이 발생한 경

우에는 실제 장 측정을 통해 주 수 응답을 분석하여 해당

하는 주 수의 유입을 막는 필터를 설계하여 ATS 오동작 

상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곳에서 용

되기 힘들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단 이 있다.

3. ATS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에 한 

주 수 응답

3.1 차상자의 주 수 응답

차상자는 1차측과 2차측이 모두 존재하는데 정보를 수신

하는 것은 2차측이므로 차상자 2차측에 한 주 수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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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 ATS 차상자가 지상자로 근하는 경우에 Fig.5를 

이용하여 회로방정식을 나타내면 식(15)∼식(17)과 같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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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5)는 차상자 1차측에 흐르는 압에 한 방정식이고, 

식(16)은 차상자 2차측 압에 한 방정식이다. 식(17)은 

지상자 압에 한 방정식이다. 식(15)～식(17)을 이용하여 

차상자 2차측의 유기되는 류에 한 주 수 응답과 지상

자의 류에 한 주 수 응답을 계산한다.

차상자 2차측의 류에 한 주 수 응답을 계산하기 

해서 식(15)～식(17)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식(15)～

식(17)의 시간에 한 변수는 8개 이므로 8개의 식이 필요하

다. 그러므로 식(15), 식(16), 식(17)뿐만 아니라 앞의 식들을 

미분한 식(18), 식(19), 식(20)과 식(16), 식(17)을 분한 식

(21), 식(22)을 이용한다. 


는 이제 ‘(Prime)으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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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므로 0으로 하기 때문에 식에서 제외하 다[13]. 식(22)

을 제외한 식(15)～식(22)을  와 련된 항과 에 

련된 항을 이항하고  와  을  에 해 나타내면 

식(23)  식(24)와 같다[14][15]. 식(25)∼식(36)은 각 상수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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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4)을 이용하여 을  에 해 나타내면 식

(37)과 같다. 식(38)∼식(44)는 각 상수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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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3), 식(24)  식(37)을 식(22)에 입하여 차상자 2차

측의 류에 한 주 수 응답을 계산하면 식(44)와 같다. 

식(45)∼식(52)는 각 상수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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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4)에서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

()를 변화함에 따라 주 수 응답을 해석한다.

3.2 지상자의 주 수 응답

지상자의 류에 한 주 수 응답을 계산하기 해서 식

(15)～식(22)를 이용한다. 식(22)을 제외한 식(15)～식(21)을 

 와 련된 항과 에 련된 항을 이항하고  와 

 을  에 해 나타내면 식(53)  식(54)와 같다. 식 

(55)∼식(66)은 각 상수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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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3)  식(54)를 식(22)에 입하여 지상자 류에 

한 주 수 응답을 계산하면 식(67)과 같다. 식(68)~식(74)는 

각 상수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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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69)

       (70)

       (71)

       (72)

      (73)

       (74)

차상자의 주 수 응답과 마찬가지로 식(67)에서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를 변화함에 따라 주

수 응답을 해석한다.

4. 시뮬 이션

4.1 시뮬 이션 조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ATS 장치의 지상자  차상자

에 한 기  라미터 값은 Table 3과 같다. 지상자의 

공진주 수는 130[kHz]로 신호 시는 정지 신호인 경우를 

기 으로 하 다[1][7].

표 3 ATS 장치의 지상자와 차상자의 기  라미터

Table 3 Electrical parameters of wayside transmitter and 

on-board receiver in ATS device

구분 기  라미터 값

차상자

압 10[V]

1차측 자기인덕턴스 510[μH]

1차측 항 50[Ω]

2차측 자기인덕턴스 510[μH]

2차측 항 50[Ω]

1차측과 2차측 사이의 상호인덕턴스 1.5[μH]

지상자
자기인덕턴스 330[μH]

커패시턴스 5[nF]

차상자 1차측과 지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와 차상자 2

차측과 지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는 차상자 1차측과 지상

자 사이의 거리와 차상자 2차측과 지상자 사이의 거리가 유

사하고, 차상자 1차측과 2차측의 코일턴수가 동일하기 때문

에 같다.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에 따른 차

상자 2차측과 지상자의 주 수 응답을 분석하여 공진주 수

를 분석하 다. 이 결과로부터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이

격거리를 제시하 다. 상호인덕턴스는 3.91[μH], 7.82[μH], 

19.56[μH], 39.11[μH], 42.24[μH]  78.23[μH]로 분류하여 해

석하 다. 제시된 상호인덕턴스의 분류값은 지상자와 차상

자 사이의 결합계수를 0.01, 0.02, 0.05, 0.1, 0.108  0.2로 

분류한 결과이고, 이것은 외부유입 주 수의 여부를 단하

고, 공진주 수 변화를 해석하기 해 본 논문에서 분류한 

값이다. 시뮬 이션 도구로는 수리  해석결과를 한 

Matlab 로그램과 기  모델의 해석결과를 한 PSpice 

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리  해석결과를 입증하 다. 

4.2 차상자의 주 수 응답

Matlab  PSpice 로그램 이용하여 주 수 응답을 분

석하면 Fig.11～Fig.16과 같으며, 이 주 수 응답은 차상자

와 지상자의 상호인덕턴스 변화에 한 차상자에서 유입되

는 류의 주 수 특성이다.

 

          (a) Matlab                   (b) PSpice

그림 11 차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3.91[μH])

Fig. 11 Frequency response of on-board receiver 

        (M13=M23=3.91[μH])

 

          (a) Matlab                   (b) PSpice

그림 12 차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7.82[μH])

Fig. 12 Frequency response of on-board receiver 

        (M13=M23=7.82[μH])

 

          (a) Matlab                   (b) PSpice

그림 13 차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19.56[μH])

Fig. 13 Frequency response of on-board receiver 

        (M13=M23=19.56[μH])

 

          (a) Matlab                   (b) PSpice

그림 14 차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39.11[μH])

Fig. 14 Frequency response of on-board receiver 

        (M13=M23=39.11[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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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tlab                   (b) PSpice

그림 15 차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42.24[μH])

Fig. 15 Frequency response of on-board receiver 

   (M13=M23=42.24[μH])

 

          (a) Matlab                   (b) PSpice

그림 16 차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78.23[μH])

Fig. 16 Frequency response of on-board receiver 

        (M13=M23=78.23[μH])

Table 4의 결과와 같이 Matlab 로그램 결과와 PSpice 

로그램 결과의 오차가 5[%] 이내로 해석되었다. Fig.11  

Fig.2에서 보듯이, 상호인덕턴스가 3.91[μH]과 7.82[μH]인 경

우에 ATS 차상자와 지상자는 정확히 130[kHz]에서 응동한

다. 상호인덕턴스가 3.91[μH] 경우에서는 8[kHz]～50[kHz] 

부근에서의 류의 크기는 약 0.075[A]～0.1[A]로 130[kHz]

인 경우의 류의 크기인 0.07[A]보다 최  1.4배 더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호인덕턴스가 3.91[μH]이하인 경

우에는 다른 주 수 성분이 크기가 공진주 수 성분보다 더 

커서 8[kHz]～50[kHz]사이에 주 수가 차상자나 지상자에 

유입된다면 오동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able 4는 상

호인덕턴스에 한 차상자의 자기인덕턴스  공진주 수 

변화를 나타낸다.

표 4 상호인덕턴스에 한 차상자의 자기인덕턴스  공

진주 수

Table 4 Self inductance of on-board receiver and resonance 

frequency according to mutual inductance

상호인덕턴스

[μH]

자기인덕턴스

[μH]

공진주 수

[kHz](Matlab)

공진주 수

[kHz](PSpice)

3.91 509.999 130 130

7.82 509.945 130 130

19.56 508.218 130.2 130.1

39.11 500.186 131 131.1

42.24 492.158 132 131.9

78.23 471.374 134.3 134.5

Table 4를 참고하여 응동하는 공진주 수의 범 는 

±2[kHz]인데 상호인덕턴스가 42.24[μH]를 과하는 경우에

는 ±2[kHz]를 벗어난다. 차상자 2차측의 공진주 수 변화 

 외부 주 수 유입을 해석한 결과, 공진주 수에서의 류

크기가 외부 주 수에서 류의 크기보다 크고, 응동하는 주

수 범  내에 존재하는 ATS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

호인덕턴스는 7.82[μH]～42.24[μH]이다. 그러므로 제시한 상

호인덕턴스 값을 확보하기 한 ATS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

의 이격거리는 식(7)에 입하면 118[mm]～221[mm] 사이가 

되어야 한다.

재 ATS 장치의 경우에는 70∼325[mm]로 제시한 거리

보다 범 가 더 넓다. 그러므로 이 범 를 벗어난 경우에서

는 다른 주 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공진주

수 범 를 벗어나 열차가 제동하는 오동장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한 이 결과는 ATS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이격거리가 285[mm]인 경우, Fig.8의 실제 주 수 응답 측

정결과에서 확인한 10.5[kHz]의 궤도회로 주 수가 유입되

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4.3 지상자의 주 수 응답

Matlab  PSpice 로그램 이용하여 주 수 응답을 분

석하면 Fig.17～Fig.22와 같으며, 이 주 수 응답은 차상자

와 지상자의 상호인덕턴스 변화에 한 지상자에서 유입되

는 류의 주 수 특성이다. 

 

          (a) Matlab                   (b) PSpice

그림 17 지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3.91[μH])

Fig. 17 Frequency response of wayside transmitter 

        (M13=M23=3.91[μH])

 

          (a) Matlab                   (b) PSpice

그림 18 지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7.82[μH])

Fig. 18 Frequency response of wayside transmitter

        (M13=M23=7.82[μH])

 

          (a) Matlab                   (b) PSpice

그림 19 지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19.56[μH])

Fig. 19 Frequency response of wayside transmitter 

        (M13=M23=19.56[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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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tlab                   (b) PSpice

그림 20 지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39.11[μH])

Fig. 20 Frequency response of wayside transmitter 

        (M13=M23=39.11[μH])

          (a) Matlab                   (b) PSpice

그림 21 지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42.24[μH])

Fig. 21 Frequency response of wayside transmitter 

        (M13=M23=42.24[μH])

 

그림 22 지상자의 주 수 응답(M13=M23=78.23[μH])

Fig. 22 Frequency response of wayside transmitter 

        (M13=M23=78.23[μH])

Fig.17～Fig.22의 결과, ATS 차상자의 주 수 응답과 마

찬가지로 상호인덕턴스가 3.91[μH]와 7.82[μH]인 경우에는 

정확히 130[kHz]에서 응동하다가 상호인덕턴스가 증가할수

록 공진주 수가 Table 4와 동일하게 증가한다. 류의 크

기는 Table 5와 같이 상호인덕턴스가 증가할수록 류의 크

기는 감소하 다. 이는 상호인덕턴스가 증가할수록 자유

도 상으로 인해 차상자의 임피던스가 지상자에 향을 주

게되어 임피던스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5 상호인덕턴스에 한 지상자의 류

Table 5 Current of wayside transmitter according to mutual 

inductance

상호인덕턴스[μH] 류[A](Matlab) 류[A](PSpice)

3.91 16.070 16.352

7.82 8.116 8.152

19.56 3.247 3.284

39.11 1.618 1.636

42.24 1.443 1.452

78.23 0.812 0.818

차상자와 마찬가지로 응동하는 공진주 수의 범 는 

±2[kHz]인데 상호인덕턴스가 42.24[μH] 과인 경우에는 

±2[kHz]를 벗어난다. 그러므로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

호인덕턴스가 42.24[μH]이하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지상

자와 차상자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118[mm]이상이 되어

야 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TS 지상자  차상자의 기  모델을 

제시하고, 지상자와 차상자의 상호인덕턴스에 의해 차상자에 

유입되는 주 수를 수리 으로 측하 다. 한 공진주

수의 응동범  안에서 다른 신호의 주 수에서의 크기가 응

동하는 주 수에서의 크기보다 작아서 ATS 장치의 동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호인덕턴스 값을 해석하 다. 한 

제시한 상호인덕턴스를 만족하기 한 지상자와 차상자 사

이의 이격거리를 제시하 다.

ATS 지상자  차상자의 주 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에 따라 차상자의 자

기인덕턴스가 변화하여 공진주 수가 변화한다. 지상자  

차상자 사이의 상호인덕턴스가 7.82[μH]이하인 경우에는 지

상자의 공진주 수에서 차상자가 정확히 응동한다. Fig.11 

 Fig.15의 결과와 같이 상호인덕턴스가 3.91[μH]이하인 경

우에는 지상자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차상자에서는 

지상자의 공진주 수인 130[kHz]에서의 류의 크기보다 

8[kHz]～50[kHz]에서의 류의 크기가 약 1.07～1.4배 크므

로 다른 주 수 유입에 따른 ATS　오동작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이 결과는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이격리가 약 

285[mm]인 서울 입구역 구간의 실제측정결과인 10.5[kHz]

의 궤도회로 주 수가 유입된 결과를 뒷받침한다. 재 

ATS 시스템에서 응동하는 공진주 수의 범 는 ±2[kHz]인

데 지상자와 차상자의 상호인덕턴스가가 42.24[μH]이상인 

경우에는 이 범 를 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차상자와 지상자의 주 수 응답을 모두 고려했을 

시, 지상자와 차상자의 상호인덕턴스는 7.82[μH]～42.24[μH]

이다. 제시한 상호인덕턴스 값을 만족하는 지상자와 차상자 

사이의 이격거리는 118[mm]～221[mm]이다. 주 수 유입에 

한 ATS 오동작을 방지하기 해서는 제시한 차상자와 지

상자 사이의 이격거리가 항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

를 해 지상자와 차상자의 이격거리를 유지보수시에 체크리

스트에 포함하는 방법과 센서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실제 응용측면에서 ATS 지상자와 차상

자의 정 상호 인덕턴스  선로운 환경에 따라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주 수 해석시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차상

신호방식인 다른 열차제어시스템을 혼용에서 사용하는 경우

에 본 논문을 활용하여 주 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하는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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