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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궤도회로의 전기적 구분 장치 설치이전에 따른 커패시터 보상으로 

LC공진 주파수 대역의 전압특성 분석

An Analysis of Voltage Characteristics for LC Resonant Frequency Band of Capacitor 

Compensation According to Moving of Electrical Separation Equipment of AF Track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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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 such as the impedance(), inductance(), and cable resistan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cable length in order to move the electrical sorting device for distinguishing between AF 

non-insulated track circuits from the center of railway to outside railway. The simulation is performed to check the voltage 

difference between the voltage of sender and the voltage of receiver and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the voltage restoration 

availability in the frequency filter band through the capacitor compensation. It was applied to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o 

the sorting devices installed in the actual field. It is proved the availability by checking the measured voltage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he capacitor compensating change of 10 and 16 before, and after the length of cable is increased with 6 

meters. Through this, the prevention of breakdown and damage to facilities and the prevention the safety-related accidents of 

line workers from the train are expected according to moving the sorting devices of AR non-insulated track circuits to 

outside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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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이 정해진 운행노선 따라 사람이나 물자를 신속하고 정

확한 수송을 위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교통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궤도는 차량의 주행을 유도하고 이동 중 발생되는 하중을 

노반으로 전달하는 구조물로서 현재는 운행 중에 있는 열차의 위

치와 제어정보를 운전실에 전달하는 전기회로장치의 일부분으로도 

활용된다.[1],[3] 국내에 보급운영 중에 있는 대표적인 모델은 경

부고속철도 개통기점으로 적용되는 UM71C 무절연 AF궤도회로이

다.[1] 열차간의 운행관리는 자동열차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자동열차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자동열차방호장치(ATP : Automatic Train Protection) 등 다양

한 보완장치를 통해서 차간거리와 진로를 안전하게 제어한

다.[1],[2],[5] 

전기적 구분 장치(BU, SVAC, DB)는 열차가 운행되는 궤도회

로의 일부분으로서 경계구간 구분하여 인접궤도 간의 중첩에 의

한 차량진입 및 선로점유 상태유무 파악을 통한 연속적인 위치검

지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고속으로 운행되는 차량위치

에 대하여 검지되는 연속적인 신호는 주파수 대역에 따른 출력전

압으로 나타내고 수신측에 정밀하게 전송되기 위해서는 외부저항

에 거의 간섭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로 작용한다. 하

지만 UM71C 무절연 AF궤도회로의 설치조건에 의해 외부저항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적 구분 장치의 설치환경이 선로

중앙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선로에 매립된 자갈이 고속운행 중인 열차에 의해 

튕겨 발생하는 경우와 겨울철 차량하부에 생성된 결빙이 떨어지

는 사고에 의해 구분 장치를 파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1] 

그림 1은 설치위치와 파손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간혹 선로 유

지보수를 위해 진입하는 차량이나 시설물 보수자의 부주의한 작

업조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례도 있다. 궤도회로의 전기적 구분 

장치의 파손은 열차운행을 지연시켜 철도교통의 정시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되며, 높은 교체비용이 드는 시설

물에 대하여 필요시기 전에 갱환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에도 영향

을 준다.[1],[4]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열

차운행 확보를 위해서는 위치검지 송·수신의 핵심역할을 하는 전

기적 구분 장치의 위치환경을 선로외측으로 이전 설치하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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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궤도회로 설치위치 특성의해 고속철도 운행 중에 발생되

는 파손 사례

Fig. 1 The damage Cases of the Track Circuit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Track Circuit when the Rapid 

Transit Railway is Operated.

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궤도회로 중앙에 위치한 장치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 송·수신 

주파수 대역필터에서의 전기적 특성 파라메타 변화 값들이 전체 

궤도회로의 성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사구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전기적 구분 장치에 대하여 이전 설치되지 않은 기

존위치와 이전설치 후로 각각 구분하여 Matlab시뮬레이션을 통

해 주파수 대역에 따른 수동필터의 파라메타 결과 값을 비교분석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때 기존의 송·수신 전압신호를 유지

하고 궤도회로의 성능 복원을 위해 케이블 길이변화로 발생되는 

전기적 구분 장치의 파라메타 결과를 재산정하여 이전설치 가능

여부를 전압보상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궤도회

로 각각의 전기적 구분 장치에서 출력되는 공진(직렬 또는 병

렬) 주파수 대역필터의 전압이 커패시터의 용량 변화로 보상이 

가능하고 이전설치를 준비하는 케이블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한다. 실제 무절연 AF궤도회로의 전기적 구분 장치를 설

치한 현장에서 케이블 변화에 따른 각 구간에 대한 송·수신 전압

을 측정하고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는 과정으로 시험을 진행하였

다. 이때 사구간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각각 구분 장치의 

단자접점에 다른 용량의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보상에 따른 상태/

동작과 중첩에 의한 전송신호에 대한 이상여부를 비교 및 판단하

기 위한 파라메타 재산정 결과를 기초자료로 확보하였다. 시뮬레

이션과 현장 시험을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로외측으로 안전

하게 이전설치를 위한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였다.[1],[3],[5] 

2. 본  론

2.1 열차 궤도회로의 선로정수 이론

열차 궤도회로에는 선로정수라는 전기적 고유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매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로정수의 전기적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인 전력전송 및 통신선로와 궤도회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전력 및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는 매우 큰 누

설저항(Leak Resistance)과 작은 정전용량(Capacitance)이 있어 

저항(Resistance) 및 인덕턴스(Inductance) 크기에 의해 주요 파

라메타가 결정되며 전체 선로 성능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무절

연 방식의 궤도회로는 일반선로에 비해 누설저항이 작아서 설치

환경에 따라 전송신호 변화가 심하므로 수신제어 구분 장치에서 

신호감쇠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열차구동을 위해 아주 높은 전원을 필요로 하는 궤도회로의 특성 

때문에 가청주파수 대역 상에서 생성된 높은 인덕턴스는 송·수신 

단자에도 영향을 주므로 설치환경에 의한 누설저항 변화가 선로

정수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시로 변화되는 선로정수를 시뮬레이션 과정 중에 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궤도회로의 귀선 전

류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기적 평형상태에서 시

뮬레이션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안정된 신호전송을 위한 

별도의 전기적 구분 장치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선로의 인덕턴

스, 누설저항, 전원보상 등을 고려하여 공진 주파수대역의 수

동필터 파라메타에 대한 시험으로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그림 2

는 누설 컨덕턴스 성분이 크게 나타내는 고전적인 전송선로를 해

석하는데 이용하는 4단자망으로 적용한 궤도레일의 등가회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로정수를 해석하기 위한 기초 활용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일반적인 궤로레일의 기본 등가회로 

Fig. 2 The Equivalent Circuit of a General Rail Track.

위에서 궤도의 길이를 라 하고 할 때 페이저 전압과 전류는 

각각 와 로 나타내며, 4단자망 해석법을 통해 단위길이 

당 직렬 임피던스( )와 누설 어드미턴스()에 의한 전압 및 전류

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식 (1), (2)의 기초 방정식을 

대표적으로 이용하여 컨덕턴스 성분을 포함하는 누설전류의 전송

선로에 대한 송신부측 전압( )과 전류( ) 결과를 산출할 수 있

다. 여기서 전파정수()는 일반적으로 스칼라로 표현되지만 궤도

회로에서는 유한요소법에 의해 전자장 분포로 인한 벡터 퍼텐셜 

궤적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외부환경에 의한 잡음과 전송되는 

신호에 공진 주파수 필터 등의 영향으로 송신측과 수신측에 

전달되는 전압 및 전류가 수시로 변화를 가지므로 아래의 식들에 

벡터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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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M71C AF 무절연 궤도회로에 대한 불록 다이어그램 

Fig. 3 The Block Diagram for the UM71C AF Non-insulated

Track Circuit.

그림 4 UM71C AF 무절연 궤도회로 전기적 구분 장치(BU, 

SAVC)의 등가회로 구성과 주파수 분석에 대한 전류흐름

Fig. 4 Structure of the Equivalent Circuit and the Current 

Flow of Frequency Analysis for the Electrical Sorting

Device (BU, SAVC) of the UM71C AF Non-insulated 

Track Circuit.

  cos                          (1)

  


 cos                        (2)

이때 궤도레일의 특성임피던스( )는 수신부측의 전파정수( )

와 단위길이 당 임피던스( )의 관계식(  
 )에 의해 정의

를 할 수 있다. 각각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분 연립방정식과 쌍곡

선 함수(Hyperbolic Function)에 의해 변환 되고 수신부측의 전

파상수( )의 전압( )과 전류( )에 대한 송수신부측 전압( ) 

관계식으로 해석이 된다. 식(1)을 참조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송신

부측 전류( )에 대한 관계도 해석하게 되면 식 (2)로 증명할 수 

있다. 궤도회로의 선로정수는 수신단 위치에서 단락과 개방을 각

각 진행 후 측정되는 송신측 위치에서 임피던스 결과를 특성임피

던스와 전파상수를 유도하는 식에 의해 레일 임피던스()와 누설 

어드미턴스( )를 산출할 수 있다. 식 (3)에서 (7)까지는 궤도회로

의 정상상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도되는 각각의 정수들의 

결과 값을 계산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레일 저항(Resistance of Rail) [Ω]    (3)

    


 : 인덕턴스(Inductance of Rail) []      (4)

    : 누설 컨덕턴스(Leak Conductance) []  (5)

    


: 누설 저항(Leak Resistance) [Ω]       (6)

    


: 누설 커패시턴스(Leak Capacitance) [] (7)

위의 식들을 기초하여 각각의 정수를 산출하지만 레일의 형태, 

위치, 투자율, 도전율과 대지의 유전율 및 도전율 그리고 궤도 설

계구조 등에 영향을 받아 변동 값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실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주파수에 대

하여 비선형적인 특성이 있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고 적용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선로를 통해 전송되는 주파수 신호

의 영향에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조건들을 결합한 신호

감쇠와 보상으로 전기적 특성의 결과가 최적출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성분에 대하여 최적 조건으로 구성된 그림 3과 같이 

기존의 모델링되어 적용하고 있는 UM71C AF 궤도회로를 바탕

으로 임피던스 정합에 의한 누설전류 최소화로 전송거리 및 효율

을 최대로 확보 할 수 있다. UM71C AF 궤도회로는 선로저항

( ) 유도계수(), 정전용량(), 컨덕턴스()의 성분을 갖

는 전송선로로서 모델링 표현이 가능하다. 임피던스 정합에 의해 

궤도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성분용량을 일정한 값으로 상

쇄 또는 보상을 통해 출력 주파수에 따른 위치를 검지하기 위한 

전력 전송거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궤도회로를 

구성하는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설치되는 무절연 접

속부의 구분 장치와 레일사이의 등가회로를 통해 임피던스에 의

한 공진 변화를 해석해야 한다. 궤도회로의 전기적 구분 장치

의 각각의 구간에 존재하는 선로정수 중 코일성분과 정전용량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위치 점에 구성하여 그림 4와 같이 등가회

로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실제현장에 설치된 전기적 

구분 장치와 9.8 레일에 위치한 0.8케이블을 포함하여 나타

내었다. 

전기적 구분 장치에서 하나의 경계면 회로에는 2개의 동조유

니트(Turning Unit : BU)가 있으며, 전단에 위치하는 BU는 각각 

직렬 공진(F1)과 병렬 공진(F2)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통

과 및 차단필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에 공심유도자(Air 

Core Inductor: SVAC)를 기점으로 반대에 위치한 BU는 케이블 

변화를 포함하는 경계면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1차적 위치에 있

는 전기적 구분 장치와 인접에 위치한 궤도회로 구간의 주파수 

신호는 절연 접속부인 SVAC에서 서로 중첩이 이루어지므로 각각

의 상태/동작신호가 열차위치검지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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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특성 값 구성품 특성 값

BU240

L1 37.4 SVAC L 33

C1 69.577
Rail

(9.8)

통로구간

R 1.456

C2 23.4 L 1.305

BU312

L2 67.65 S 0.276

C3 65 C 0.280

C3-1 60.4
Cable

R 0.1

C3-2 130 L 1.105

표  1 Matlab 시뮬레이션(케이블변화) 등가회로 파라메타 

Table 1 The Equivalent Circuit Parameters for Matlab 

Simulation (Cable Changes)

기본 원리이다. 직렬공진을 하는 BU의 주파수 F1은 통과필터의 

역할로 극점(Pole)으로 동작하고 병렬공진 하는 BU의 F1은 차단

필터는 영점(Zero)으로 동작하게 되며, 주파수 F2에서는 각각 서

로 반대의 공진형태로 상태/동작 변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

조의 괘도회로 전기적 구분 장치는 선로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며 

“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호, 개정 

2013.5.16.)”에 따라 BU, SVAC 등 전송 케이블 길이는 통상적으

로 0.8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기적 구분 장치를 최소 4.5로 케이블을 연장하여 선로외

측으로 이전설치 할 경우 최소 5.3가 산출되고 이설된 후 소용

되는 케이블 여유를 감안한다면 최대 6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를 근거로 케이블 길이변화에 따른 커패시터 보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야 하며, 각각의 공진회로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 확인되

는 파라메타는 표 1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기적 구분 

장치를 선로외측으로 이전설치를 위해 중복단락 구간인 SVAC를 

중심으로 9.8 레일에 대한 선로정수를 등가회로에 포함하여 설

계하였다. 우선 케이블 길이가 변화되기 전인 기존의 현장상태를 

고려하여 Matlab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주파수 대역 변화에 따

라 추출된 1차 임피던스 결과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블 

길이가 변화되었을 때 결과와 비교하여 기존장치에 커패시터 병

렬추가를 가정하고 주파수 대역에 따른 송·수신 전압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순서를 진행하였다. 

2.2 케이블 길이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모델

2.2.1 시뮬레이션 구성

앞 단에서 설명한 선로외측 이전설치를 위한 가능여부를 검토

를 위해 기존장치의 파라메타에 대한 전기적 동작 특성을 파악하

고 케이블 길이가 변화할 때 각각의 BU에서 나타나는 임피던스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설치를 위해 케이블이 6로 

변화를 주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주파수 대역에 따른 공

진회로에 의한 임피던스() 최고점과 최저점이 기존의 신호 값 보

다 감쇠하거나 불안정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이블 변화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결과 값이 산출되도록 

하여 현장에 적용가능 여부까지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은 

그림 5와 같이 측정전압 위치의 주파수 대역별로 각각 전기적 구

분 장치회로를 구성하고 Matalb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5 커패시터 보상에 따른 전압특성 분석을 위한 UM71C AF 

무절연 궤도회로 구분 장치(DB, BU, SVAC)의 시뮬레이

션 구성

Fig. 5 The Simulation Configuration of the Electrical Sorting 

Device (DB, BU, SAVC) of the UM71C AF Non-insulated 

Track Circuit in order to Analyze Voltage Characteristic 

according to Capacitor Compensation 

이때 주파수 필터 대역의 차단과 통과역할로서 영점과 극점을 

상태/동작을 담당하는 BU장치의 경계구분 회로를 대상으로 커패

시터 값을 조정가능 하도록 구현하고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따른 

송·수신 전압 결과 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BU 구분 장치는 주파수 최저점 2,40와 주파수 최저점 3.12

로 나누어 BU240과 BU312의 명칭으로 경계구간을 설정하

였다. 그리고 양극자 블록장치(Dipole Block Device : DB)는 BU

와 동일한 특성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SVAC 설치 시에 커패시터 

보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BU 구분 장치와 동일한 주

파수 위치 점에도 DB 구분 장치도 각각 함께 2,40와 3.12

으로 주파수 대역을 보완하여 시뮬레이션에 구현되어야 한

다. 다음은 중복되는 단락구간의 인덕턴스() 값을 배제하고 주

파수 통과필터 대역의 커패시터 용량을 계산하게 되면, BU312구

간에서 2.40 주파수 대역의 임피던스 변화가 최고점을 나타

나게 되고 아래의 식 (3)에 의해 93.9 용량의 병렬 커패시터 

결과가 산출된다.

  


 
 



                        (8)

하지만 실제 현장사항을 중복단락 구간의 내제되어 있는 인덕

턴스를 고려하여 임피던스 변화의 주파수 최고점일 때는 계산된 

값보다 115로 높게 산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궤도

회로에 입력되는 각각의 구분 장치의 전기적 특성은 현장에서 발

생되는 다양한 변수사항을 고려한 방법들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준이 되는 기존회로에 사용하고 있는 입력 값들을 주어 산출되

는 결과를 분석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장측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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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파수 대역에 따른 BU240양단의 전압파형

Fig. 7 A Result of the Voltage Waveform of BU240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그림 8 SVAC점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BU240과 BU312양단의 전

압파형

Fig. 8 A Result of the Voltage Waveform of BU240 and 

BU312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at the SVAC Point. 

얻은 실제전압을 인가하여 BU240에서의 2.40 주파수 대역은 

최대 1.51와 1.06의 실효값을 기준으로 하고 3.12 주파

수 대역은 반대편 보상 커패시터 위치점에서 최대 2.97와 2.1

의 실효값으로 약 2배 정도의 전압을 인가하여 분석하였다. 

2.2.2 기존의 전기적 구분 장치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궤도회로의 전기적 구분 장치인 

DB와 BU에서 레일 사이를 접속하기 위한 케이블의 길이가 선로

외측으로 설치이전의 0.8인 경우에 발생되는 공진 주파수이다. 

이때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은 주파수 대역 변화에 따른 전압파형

이 DB240 구분 장치 위치에서 양단전압을 결과이며, 그림 6의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레일사이에 의치하는 DB와 BU사이의 거리를 0.8로 하

여 접속케이블이 설치된 경우 주파수 대역에 따른 

DB240 양단의 전압파형

Fig. 6 The Voltage Waveform of DB240 Both End according 

to Frequency Band in case of Configuring the 0.8m 

Cable to Connect between DB and BU in Railroad.

DB240에서는 2.40 주파수 대역필터를 기준으로 레일을 

통해 전압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전압 최댓값 5.69로 확인이 되

고 3.12에서는 전압 최젓값 22.0으로 결과 파형이 확인

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3.12에서는 전압이 거의 차단되고 

2.40 통과 주파수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위치점에서는 커패시

터가 보상하는 역할에 의해 양단의 주파수 분석위치 기준점에서 

기존의 전압보다 크게 증폭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U240은 높은 주파수 영역인 3.12에서는 신호의 대역차

단 필터와 2.40 주파수 영역에서는 신호의 대역통과 필터의 

역할을 위해 동작되는 장치이며, 특성곡선 그래프 결과는 그림 7

에서 나타내고 있다. 대역통과 필터영역에서 전송되는 최대 전압 

1.51에 미치는 1.3의 전압 파형은 보이며, 대역차단 필터영역

에서는 최소전압 7.47까지 차단되는 효과를 보이는 분석결과

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궤도회로의 경계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SVAC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현장에 설치된 전기적 구분 장치와 

동일하게 중복단락 구간이 존재하도록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분

석된 전압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전차선에서 전류의 흡상을 위해 

SVAC 구분 장치를 사용되면서, 동시에 중복 단락구간의 선로정

수와 장치내부의 인덕턴스 조합으로 현장의 궤도길이 9.8에 대

한 2.40 주파수 대역필터의 통과주파수를 결정하고 연동시키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SVAC의 위치점을 기준으로 하여 양쪽에 위치한 각각의 

BU240과 BU312의 구분 장치에서 확인되는 송신전압 결과 파형

으로 그림 8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는 2.4에서 580와 

3.12에서는 881로 각각의 주파수 대역필터의 통과 주파수

에 의해 낮은 전압으로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차단되

는 이유로는 SVAC 구분 장치의 내부에는 33의 인덕턴스 값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구현 결과에도 

3.12 주파수 대역필터에서 높은 임피던스 값보다 2.40 

주파수 대역필터에는 낮은 임피던스 값에 의해 작은 송신전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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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낸다. 결국 작은 전압이 형성되어 송신되는 경우에는 인

접한 궤도회로로 전이되는 것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BU312를 통해 단락저항을 형성시켜주게 된다. 반대로 높은 임피

던스를 나타내는 BU312의 주파수 대역필터에서는 전압수신이 안

전하도록 감쇠율을 낮춰 BU240에서 안전하게 전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9는 BU312에 출력되는 2.40와 3.12 주파수 필

터대역에서 각각 257와 2.18을 나타내는 양단전압 출력특

성 곡선 그래프이다. 이때 궤도회로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가 안

전한 전압레벨로 입력 및 전달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

다. TAD430 정압변성기 측의 입력전압 레벨은 3.12에서 필

터의 통과주파수 형성과 2.40에서 노치필터의 차단주파수 형

성으로 인접된 궤도회로의 신호가 다른 궤도회로로 전이되는 것

을 방지한다. 

그림 9 주파수 대역에 따른 BU312양단의 전압파형

Fig. 9 A Result of the Voltage Waveform of BU312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그림 10 주파수 대역에 따른 DB312양단의 전압파형

Fig. 10 A Result of the Voltage Waveform of DB312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BU312의 다음 위치에 설치되는 전기적 구분 장치인 DB312는 

BU 장치에서 차단하지 못한 인접 궤도회로의 신호를 제거역할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림 10에 전압특성 그래프의 결과로 나

타난다. 2.40와 3.12의 주파수 필터대역에서는 각각 

30.2와 2.8의 양단 신호전압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DB는 노이즈 제거용 필터로 사용되지만, LC직렬 공진회로 특

성상 특정 주파수의 노치필터를 형성하고 인접궤도회로 신호를 

완전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결

과에 따라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적 구분 장치의 실측값과 

비교하였을 때, 선로정수 분석에 의한 파라미터 오차범위가 존재

한다. 또한 분석과정 중 발생되는 여러 변수에 의한 한계사항이 

실측된 현장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지만, 위치검지를 위한 신호범위에는 속해있는 결과이므로 선로

외측 이전설치를 위한 비교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2.2.3 선로외측 이전설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앞단 2.2.1에서 시뮬레이션 구현으로 설명한바와 같이 DB, BU, 

SVAC의 양단에 각각 6의 케이블을 연결하여 궤도회로 중앙에

서 선로외측으로 이전설치 할 경우에 신호변화를 아래의 시뮬레

이션 결과 그래프에서 각각 보여준다. 이때 각 장치에 대하여 선

로정수의 변화를 주었으므로 직렬 인덕턴스의 값이 증가하게 되

고 회로 내부에 있는 전체 임피던스도 증가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케이블 길이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정전용량 값 변경에 의한 커패시터 보상으로 시뮬레이션 구현을 

해야 한다.

그림 11 주파수 대역에 따른 DB240양단의 전압파형

Fig. 11 A Result of the Voltage Waveform of BU240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그림 11에서 DB240 양단전압 결과는 전압 감쇠율은 낮아지므

로 회로에 사용된 같은 값의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전압을 보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40에서 5.69에서 7.17까지 증가

하고 3.12는 46.1로 기존에 비하여 20 정도 높아짐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로외측으로 이전설치를 위해 케이

블 길이의 연장함에 따라 대역통과 주파수는 변화는 있으나 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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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주파수 대역에 따른 SVAC양단의 전압파형

Fig. 13 A Result of the Voltage Waveform of SVAC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그림 14 주파수 대역에 따른 BU312양단의 전압파형

Fig. 14 A Result of the Voltage Waveform of BU312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그림 12 주파수 대역에 따른 DB240양단의 전압파형

Fig. 12 A Result of the Voltage Waveform of BU240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시터 보상에 의하여 기존에 비하여 회로의 임피던스가 전체적으

로 상승되어 전압 감쇠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는 케이블 길이를 변화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실제현장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앞의 그림 7의 주파수 대역필터의 

특성 곡선 그래프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압파형을 

살펴보면 DB240 송신전압 단자의 2.40 주파수 대역에서는 

케이블 길이를 변화를 주어 선로외측으로 이전설치를 진행해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3.12 주

파수 대역에서도 인접한 궤도회로에서 중첩으로 인한 신호차단에 

의해 2.27의 양호한 송신전압 결과 값을 보였다.

다음 구분 장치인 SVAC는 중복단락구간의 궤도정수와 결합하

여 대역통과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된 결과는 그림 13의 전압특성 곡선 그래프에서 확인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된 결과는 케이블 길이 변화로 선로외측으로 

이전설치가 될 경우로 진행하게 되면 각 궤도회로의 주파수 대역

필터 상관관계로 인하여 기존 설치 구역에 비해 변화가 큼을 알 

수 있다. 기존 현장에 설치된 SVAC의 경우에는 2.40에서는 

580로 측정되었으나 케이블 길이 변화를 주었을 때는 739

의 전압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3.12 주파수 대역에서는 

기존 전압 881보다 낮은 304의 크기로 감쇠 폭을 보이는 

주파수 대역필터의 특성곡선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중복단락 구

간의 케이블의 길이가 변화되면서 저항에 의해 높은 주파수 대역

에서는 임피던스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은 임

피던스는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

으로 SVAC의 결과파형에 의한 케이블 길이 변화는 BU312의 극

점이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전압변화 폭이 이동하게 되면서 기존

에 비하여 임피던스 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BU240의 극점 이동이 작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BU312의 전압파형 결과는 2.40 주파수 대

역에서 전압은 257에서 174로 변화폭이 적은 것을 그림 

14에서 확인된다. 케이블 길이 변화는 주파수 대역차단에서 영향

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주파수 대역통과인 

3.12에서는 2.18에서 1.2로 크게 감소하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중복단락 구간의 선로정수 변화에 의하

여 대역통과 필터의 주파수 극점이 2.93로 이동하게 되고 궤

도회로의 선택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극점에서 벗어는 결과 값

의 정도가 높아지면 임피던스가 크게 저하되는 영향을 받는 회로

의 특성상 낮은 임피던스 영역인 3.12 주파수 대역에 위치하

게 되면 전압 감쇠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를 통해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15은 주파수 대역에 따라 DB312 양단의 전압파형을 그

래프로 나타내며, 기존 현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3.12

는 2.8보다 1전압이 감압된 1.84의 결과로 발생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BU312의 주파수 대역통과에서 임피던스 

저하가 단락전류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궤도회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블 길이 변화로 인한 주파수 대역통과 

결과를 기존 주파수 대역통과로 이동과 전압보상을 위해 임피던

스 계산식 활용으로 BU 구분 장치의 커패시터 용량 변화를 산출

하였다. BU312의 계산을 바탕으로 93용량의 커패시터로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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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주파수 대역에 따른  DB312 양단의 전압파형

Fig. 15 A Result of the Voltage Waveform of DB312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그림 16 회로내부의 커패시터 용량 변화 후 주파수 대역에 따른 

BU312 양단의 전압 

Fig. 16 A Result of Voltage Waveform of SVC both E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requency Band after

the Change of Capacitance of Inner Circuit.

그림 17 DB312 양단에 커패시터를 병렬로 설치 후 주파수 대역

에 따른 BU312의 전압변화 파형

Fig. 17 A Result of changes in the Voltage Waveform of 

BU312 According to the Change of Frequency Band 

after Installing Parallel Capacitor of the DB312 both 

End.

그림 18 선로외측으로 이전설치에 의해 케이블 길이변화에 따른 

커패시터 보상과 파라메타의 변동에 대한 전압파형 결과

Fig. 18 Results of the Voltage Waveform by the Capacitor 

Compensation and the Change of Parameters 

According to the Change of Cable Length for Moving 

Installation on the Rail-Outside.

수 대역통과를 형성하지만 중복단락 구간의 선로정수 변화를 감

안해서 기존 60.4와 130의 병렬 커패시터는 제거하고 110

용량으로 통합하여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그림 16은 커패

시터의 용량 변화 후 양단전압을 측정한 결과이며, 3.124로 

이동에 따른 3.12 주파수 통과대역 필터 극점은 임피던스가 

높아져 2.2전압으로 커패시터 변화 전 1.2보다 1가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압상승 결과는 케이블 길이변화 전인 

2.18 경우의 전압 값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낸다. 

다음은 DB 구분 장치에서 전압 값을 보상하기 위하여 회로 

내부에 커패시터를 병렬로 추가하여 BU 구분 장치의 단자전압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전압파

형 결과는 그림 17에서 확인되었다. DB312 구분 장치 회로 양단

에 10용량의 커패시터를 병렬로 설치하고 BU312에서의 전압

변화는 DB에서 보상되는 전압 값이 커지므로 BU312에서 2.40

와 3.12에서 의 단자전압이 각각 175와 1.45로 증

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회로에 대한 극점 임피던스 변화

가 적은 영향으로 전압보상은 크게 변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

므로 DB 구분 장치의 케이블 길이가 변화해도 전체 성능에서 영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18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16 용량의 커패시터를 병렬 방식으로 DB312 구분 

장치에 설치하고 케이블 길이도 변화 시켰을 경우, 3.12에서 

1.65로 전압이 상승되는 결과이다. 이는 DB 구분 장치에 부과

되는 커패시터의 용량크기에 비해 회로에 생성되는 극점 주파수

의 차단 및 통과대역에는 영향이 적게 나타나서 전압상승 폭이 

크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위에서 나열하고 있는 전압파형을 특성 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전기적 구분 장치에서의 파라메타 변동으로 생성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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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선로외측으로 이전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종

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블 길이 변화로 오는 임피던스는 적합

한 용량의 커패시터를 병렬로 보상함에 따라 나타내는 전압파형

의 결과가 기존 현장에 설치된 구분 장치의 분석 시뮬레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기존 현장에 설치되

어 있는 BU의 전기적 구분 장치는 내부회로를 확인할 수 없도록 

봉인상태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커패시터 용량을 변경에 

의한 회로변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종 변경 위치인 BU 

구분 장치의 외부 단자점에서 커패시터를 병렬형태로 추가 설치

하여 정전용량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제현장에서 기존의 실측된 결과와 Matlab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비교하여 공진 주파수의 통과 및 차단대역 필터의 

전압파형 오차 범위 감소방안과 선로외측 이전설치에 대한 가능

여부를 현장 적용 전에 확인하였다.

3. 케이블 길이 변화와 커패시터 보상시험을 위한 

환경구성

앞의 2장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된 케이블 길

이 변화에 따른 송·수신전압을 커패시터의 보상에 의해서 감쇠율

을 복원하는 실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방법과 설치환경 

구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19와 같이 궤도회로 모델은 현재 

경부고속철도 구간에 설치된 UM71C AF괘도회로와 동일한 조건

으로 2.76의 반송주파수를 사용하는 있으므로 시험에 적합하

다고 판단된다.

그림 19 현장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궤도회로의 구성과 선로정수

를 측정을 위한 장비설치 

Fig. 19 The Configuration of the Track Circuit for the Field 

Test and the Equipment Installation for Measuring 

the Constant Track.

이때 설치된 현장에서 자갈은 포설되지 않지만 시험조건에서

는 3~1000∙의 자갈저항()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궤도

회로의 선로정수를 측정하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림 20 선로외측으로 구분 장치의 설치이전에 따른 케이블 길

이변화 및 커패시터 보상 시험

Fig. 20 The Experiment Configuration for the Change of Cable 

Length and Measuring the Capacitor Compensation 

According to Moving Installation on the Rail-Outside 

of Separation Equipment.

그리고 측정된 선로정수를 바탕으로 실제 AF 무전열 궤도회

로 상에서 구성된 전기적 구분 장치를 선로중앙에 위치 할 때와 

선로외측으로 이전설치 할 때를 구분하여 필요한 케이블의 길이

를 변화를 그림 20에서처럼 구성하였다. 각각의 케이블 길이 변

화 환경에 따라 주파수 대역필터에서 발생되는 송·수신 전압 측

정결과와 커패시터를 병렬방식으로 보상함에 따라 측정되는 결과

를 분석하는 과정을 그림 20의 하단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때 실

제 운행되는 있는 궤도회로 현장에서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시뮬

레이션으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거의 동일한 조건을 주어 측

정결과를 추출하였다. 시험 도중에 발생할게 되는 변수사항을 고

려하여 정밀한 문제점 분석으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결과와 

현장조건 변화도 다양한 방향으로 시험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케이블 길이 변화와 커패시터 보상에 의해서 전기적 구

분 장치의 송·수신 전압이 전체 궤도회로의 동작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구간 발생영역에서 선로정수 및 파라메타 재산정에 대

하여 지속적인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케이블 길이 변화에 따른 커패시터 보상 시험결과

케이블 길이 변화에 따른 커패시터 보상 시험환경 구성은 그림 

20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측정된 선로정수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제 운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1203A 모델의 AF 무절연 궤도회로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전기적 구분 장치를 

연결하는 케이블의 길이를 0.8 단위로 1개씩 연장하였을 때 

BU240과 BU312에 대한 전기적 구분 장치 양쪽 접속단자의 송·

수신전압에 변화 값을 측정하고 표 2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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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조유니트 

단자전압

[ ]

가상 

조정기

[ ] 

수신입력

전압

[ ]

계전기

케이블 길이변화 전 1.81 19.16 385
여자

정상상태

수신 BU측 케이블 

길이변화 후 
1.35 17.0 338

여자

정상상태

수신 BU케이블 길이 

및 10 커패시터 

교체 후

1.45 18.0 360
여자

정상상태

송전 BU측 케이블 

길이변화 후
1.30 16.2 325

여자

정상상태

수신 DB케이블 길이 

및 10 커패시터 

교체 후

1.39 17.4 348
여자

정상상태

수신 DB케이블 길이 

및 16 커패시터 

교체 후

1.49 18.0 361
여자

정상상태

표 4 케이블 길이변화와 커패시터 설치에 따른 측정된 수신

전압의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the Measured Reception Voltage 

According to the Change of Cable Length and the 

Capacitor Installation.

구분 기준값 여자 낙하

케이블 수량
(개당 0.8)

2개 
1.6

4개
3.2

6개
4.8

송전전압  76.54 78.75 78.71 78.80 78.95 78.90

수신전압 418.6 449.1 2.6 450.4 430.2 363.1

표 2 TC1203A 궤도회로 구간의 케이블 길이변화에 따른 수

신전압의 측정결과

Table 2 An Experimental Result of Reception Voltage 

according to the change of Cable Length for Track 

Circuit TC1203A.

케이블 수량을 짝수단위로 증가시켜 길이변화를 주었을 때 송

신전압에 대한 길이변화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값을 보였으

나, 수신전압은 449.1에서 363.1로 감소하여 21%의 손실

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장에 설치된 케이블 길이

변화에 비례하여 수신전압의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케이블

에 포함된 저항과 인덕턴스 값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른 현장에서 다른 종류의 궤도회로(TC0424, 0448L)에

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6케이블 변화를 진행하였을 때 BU 단자 

간 전압은 1.81에서 1.15로 감소측정 되는 결과를 표 3에서 

보였다. 또한 제어실에서 측정되는 수신기 입력 단에서는 385

에서 307로 전압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구분
동조유니트 

단자전압[]

가상조정기 

[] 

수신입력

전압 []
계전기

케이블 

교체 전
1.81 19.16 385

여자

정상상태

케이블 

교체 후
1.15 15.26 307

여자

정상상태

표 3 케이블 길이변화에 따른 측정된 수신전압의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the Measured Reception Voltage 

According to the Change of Cable Length.

실제현장에서는 수신측에 입력전압이 최대 200 이상의 임

계전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시설운영 

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유지보수에 의하여 정밀점검 또는 구

성 장치를 교체상항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현장시험을 통해서 케

이블 길이변화에 따라서 BU 구간의 송신전압이 공진 파라메타

를 유지한 상태에서 병렬커패시터만으로 수신측 전압을 보상 가능

여부가 판단되는지는 표 3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케

이블길이 변화 전과 후에 대한 수신전압을 비교하고 다음은 병렬

로 설치한 커패시터 교체 전과 후, 용량변화는 과정으로 현장측정 

시험을 진행하였다. 위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현장에 

설치한 수신측 BU 구간의 단자전압을 케이블 길이변화 전에는 

1.81의 결과와 1.35의 수신전압에 의한 케이블 길이변화 후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허용전압 범위에서 약 25%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DB 양쪽단자에 10 용량의 병렬 커패시

터로 설치해서 1.45로 측정결과로서 약 7% 정도의 전압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인접되어 있는 궤도회로의 송신측 BU 구간의 케이블

을 6길이로 추가적으로 증가시켜 주게 되면 1.30의 전압 결

과로 기존의 현장결과 보다 조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

만 수신측 DB 구분 장치에서 10 용량의 커패시터 보상에 의

해 측정결과가 1.39로 다시 전압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DB 구분 장치 위치에서 16 용량의 

커패시터를 보상할 경우, 1.49로 전압이 증가하는 측정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 시험결과를 통해 케이블 길이변화를 주어 

무절연 AF 궤도회로의 구분 장치를 선로외측으로 이전설치를 할 

경우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커패시

터의 정전용량 변화를 시켜 병렬로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되

는 송·수신 전압의 일정부분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5. 결  론

최근 무절연 AF 궤도회로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열차검지 및 

속도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전체 제어시설

에서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궤도레일을 통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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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되는 저전압 신호에 의해 수신측에서는 열차의 위치를 검지할 

수 있는 기술능력인 단락감도가 일반적인 직류 바이어스 또는 고

전압 임펄스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리고 전기적 구분 장치의 설치위치와 환경에 때문에 종종 발생되

는 파손으로 기계적 결함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국내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고속철도 UM71C 무절연 

궤도회로 환경에서 주파수 차단 및 통과대역에 대한 필터 기능을 

기존 현장 데이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접속 케이블의 길

이 변화 따른 경계구간 구분 장치의 설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케이블 길이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저항과 인

덕턴스 영향이 수신측의 제어시설에 입력되는 저전압 상태/동작 

특성을 시뮬레이션 구현과 현장실증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그리

고 각각의 전기적 구분 장치에 커패시터를 병렬로 보상하는 방법

을 통해서 기존에 송·수신 전압으로 허용되는 범위로 전압상승을 

시키는 연구를 하였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제 현장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시험 전의 Matlab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선로정수를 비롯한 여러 가

지 현장변수를 고려할 때 일정부분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도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변수에 따른 궤도회로의 

중첩과 이상신호에 대하여 사구간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진 주파수 대역 필터의 파라메타 재산정 단계를 보다 

정밀하게 구현하기 위해 현장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용량의 커패

시터 보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향후 운행 중에 있는 열차

의 위치검지 송·수신 신호의 정밀도가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케

이블 길이 변화에 의한 전기적 구분 장치의 선로외측 이전설치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실

제현장에서 측정되는 결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술발전이 이어

지는 결과로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궤

도회로의 전기적 구분 장치 고장 및 파손에 대한 손실피해와 선

로보수를 위해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운행 중에 있는 열차로부

터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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