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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rack-circuit device exploits two rails as a conductor of an electrical circuit. It detects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trains with variation of received level when wheel sets of the train shunt rails together. So,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rain operation. Non-insulated audio frequency(AF) track-circuit device can separate the rails into 
tracks by insulated joints without physically cutting the rails. And it transmits AF signals at track boundary, of 
which frequency is different between adjacent tracks.
  It has been employed at station-to-station section of domestic high speed rail, general rail, and subway. But It 
was not used at station yard of complicated general railway where lots of branches exist. In this paper, we consider 
current development status of non-insulated AF track-circuit device for the use of station yard.

1. 서론

궤도회로란 레일을 전기회로의 일부로 사용하여 열차의 차륜이 레일간을 단락하면 수신레벨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여 열차의 위치를 검지하며 신호기, 선로전환기, 연동장치 등을 직접 또는 간접 제

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차 운행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장치이다. 궤도회로는 구성방법에 따라 전

기회로가 상시 개방되어 계전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열차가 궤도회로내에 진입하면 차축을 통하여 

계전기에 전류가 흘러서 궤도계전기가 여자되는 개전로식과 폐회로가 구성되어 평상시 계전기에 전류가 

흐르다가 열차가 궤도에 진입하면 차축에 의하여 궤도 양끝이 단락되므로 계전기는 낙하되는 폐전로식

의 2가지 종류가 사용되며 개전로식은 전력소모가 적으나 안전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폐전로식은 

전력이 많이 소비되나 기기 고장시에도 계전기가 낙하되어 안전측으로 동작하므로 현재 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열차를 검지하기 위해 적당한 크기로 궤도회로를 구성하며 하나의 궤도회로내에서 궤도이음

매 부분의 접속저항을 적게 하기 위하여 레일본드를 접속하여야 하고 궤도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설비인 

전원장치, 한류장치, 궤조절연 및 궤도계전기를 구축하여야 하며, 각 궤도회로마다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정류기와 축전지를 설치하여야 는 등 지상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궤도절연 방법에 따라 유절연식과 무절연식 궤도회로로 분류된다. 유절연식 궤도회로는 레일의 전기

적 연속성을 방해하고 이음매판의 기계적인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열차에 의한 반복적인 높은 기계적

인 부하를 가했을 때 고장 요인이 되고 장대 용접레일을 설치시 절연위치에 맞추어 설치가 곤란하며 중

량품인 임피던스본드가 궤도 가까이 설치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유절연 궤도회로는 궤도 

절연에 따라 단궤조식과 복궤조식으로 구분되고 단궤조식 궤도회로는 궤도회로를 구성하는 궤도의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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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절연하는 방식으로 전철구간에서 한쪽 궤도에 귀선전류를 흘리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복궤조식보

다 궤조 절연수가 적으며 임피던스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 설치비가 적으나 절연되지 않는 쪽의 궤조절

연이 불량할 경우 인접 궤도의 전류가 유입되어 오동작 등의 장애를 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복궤조식 

궤도회로는 궤도회로를 구성하는 양쪽의 궤도를 절연하는 방법으로 전철구간에서 전차선전류와 신호전

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임피던스 본드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나 단궤조식의 결점을 보

완할 수 있어 전철, 비전철 구간의 구분없이 널리 사용된다. 또한, 전철구간에 널리 사용되는 고전압 임

펄스 궤도회로는 복궤조 궤도회로에서 전차선의 귀선전류는 레일을 통하여 변전소로 흘러 보내고 신호

전류는 임피던스본드에서 차단하여 궤도회로의 기능 수행, 전차선과 판토와의 이선, 낙뢰 등의 발생으로 

궤도회로에 이상전압이 유기시에도 절연내력이 커서 신호기기에 대한 보호효과가 높으며 초퍼, VVVF 

차량 운행시에도 내방해 특성이 양호하여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음, DC 임펄스를 사용하여 송수신거리에 

따른 전압강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한 개의 궤도회로의 소비전력이 50~60[VA] 정도로 양호, 우천시

에도 자갈누설저항의 변화가 적어 안정성이 우수, 부품별 구성으로 장애발생시 고장지점 발견이나 부품

의 교환이 용이, 교류 25,000[V] 전철구간에 주로 사용하며 비전철 구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열차가 2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기관사의 신호기 확인거리에 한계가 있어 지상

의 신호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전방열차와의 운행간격과 제동거리 등을 차상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

는 차상장치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차상신호용에 적합한 방식이다. AF궤도회로는 열차검지기능뿐만 

아니라 선행열차와의 운행간격, 해당열차의 지시속도, 차량운행정보 등을 기관사에게 전달하고 제동장치

에 직접 연결하여 신호모진시에도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하게 하므로 안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다. 

궤도회로는 궤도를 이용하여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인접 궤도회로와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

해 궤조절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궤조절연은 신호기, 열차정지표시 및 차량접촉 한계표시 등의 위치와 

일치시키기 어려우며 절연으로 완벽한 레일절손을 검지하기 어려우며 덜컹거림으로 인해 승차감의 저하

를 초래하며 분기부에서 이러한 현상은 심각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무절연 AF궤도회

로장치는 궤도를 물리적으로 절단하지 않고 전기적인 방법으로 인접 궤도회로와 궤도를 분리하여 회로

를 구성한다. 그리고 궤도경계에서 주파수를 레일에 전송하며 인접 궤도회로들간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지하철에서 역과 역사이에서는 무절연 AF궤도회로 

장치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경제적이고 유지보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

산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산화된 무절연 AF궤도회로 장치는 분기부가 많고 복잡한 일반 철도의 역구내에서 완벽한 궤도 절

손검지가 가능하고 장치를 신호기계실에 집중화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분기부의 절연을 

최소화하고 집중감시 및 실시간 고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장애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무절연 AF 궤도회로 장치 국산화 개발

무절연 AF궤도회로장치 개발방향은 신호기계실에 집중화 형태의 기술을 개발하여 분기부의 절연을 

최소화하고 궤도회로 장치에 대한 집중 감시기능을 구성하여 정상동작여부, 고장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장애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기능을 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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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기 능 특 징

송신 모듈 궤도 검지 반송주파수를 전송 모듈 삽입식

수신 모듈
반송 주파수에 의한 계전기 제어

자기진단 및 모듈의 기능진단
모듈 삽입식

전원 모듈 각 모듈의 DC 전원 공급
모듈 삽입식

전자식 정류기

감시 기능 궤도회로장치 정보 검지 AF 랙 자체 감시 기능

궤도회로 현장 회로 구성 무절연화

표 1. 무절연 AF 궤도회로장치의 기능 및 특징

무절연 AF궤도회로 장치는 전원모듈, 송신모듈, 수신모듈로 구성되며, 역구내 220V 공급전원을 전원

모듈을 통해 DC 24V로 변환하여 송신모듈, 수신모듈에 공급한다. 송수신모듈과 계전기는 40핀 입출력 

단자와 물리적으로 인터페이스하여 전자연동장치로 상태정보를 전송하고 분선반랙을 통하여 튜닝유니트

와 정보를 송수신한다.

그림 1.  무절연 AF 궤도회로 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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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송신 모듈

송신모듈은 궤도검지 반송주파수를 생성하여 레일을 통하여 수신모듈로 반송주파수를 전송하는 기능

을 한다. 2종류의 반송주파수를 이용하여 4.8Hz로 코드화된 변조주파수를 열차검지주파수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송신모듈은 삽입식으로 집중형 표준 19인치 AF 랙에 수용하고 송신모듈의 구성은 전면에 주

파수, 전원상태, 변조기능 확인, 반송파 송출 확인 등을 표시한다. 또한 과전압, 과전류 보호용 퓨즈를 

설치한다.

그림 2. 송신모듈 구성

2.2 수신 모듈

수신모듈은 송신모듈로부터 코드화되어 전송된 반송주파수의 품질과 진폭을 분석하고 코드신호의 정

확성을 판단하여 궤도계전기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자기진단기능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신모듈의 전면에는 알람 퓨즈를 설치하고 FAIL일 경우 적색 LED

로 표출한다. DC 입력전압인 DC24V의 전원확인은 녹색 LED로 구현하고, 감시장치의 이상유무는 MON

로 표기한 녹색 LED로 구현, 수신 입력전류 INPUT은 녹색 LED로, 계전기의 구동전압 R/D는 녹색 

LED로, 궤도 검지 확인인 PICKED은 황색 LED로, 감시기능의 재동작을 위한 RESET 스위치, 입력전류

를 측정할 수 있는 적/흑색 단자, 계전기 전압 체크 포인트(R/OUT)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 수신모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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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시 기능

감시를 위한 컴퓨터에서 수신모듈의 감시기능 정보를 RS-232 인터페이스로 수신하여 구현한다. 감시

정보는 송신모듈의 출력전압, 수신모듈의 입력전류, 계전기 출력전압, 계전기 동작상태, DC 입력전압 등

을 검지하여 이상유무 및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감시기능 하드웨어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 감시기능 하드웨어 구성

2.4 분기기부의 무절연 AF궤도회로 구현

분기기부의 궤도는 궤조절연으로 인해 궤도회로가 복잡

하고 절연부의 파손 및 오동작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물

리적인 궤도절연으로 소음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역구내 무절연 AF 궤도회로장치

는 궤도절연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궤도에 주파수를 흘려 

궤도 임계점에서 상호 주파수에 대한 공진회로를 이용한 

궤도회로이며 감시기능을 포함하여 각 모듈의 이상유무 및 

상태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구내 무절

연 AF 궤도회로장치는 기계실로 설비를 집중화하기 위하

여 19인치 표준 궤도랙을 사용하며 궤도랙에 수용할 수 

있도록 유니트들을 모듈화할 수 있어 설비의 간소화를 도

모할 수 있다.

그림 5. 역구내용(집중형) 타입

2.5 무절연 AF 궤도회로의 기술적인 특징

2.5.1 송신부 설계

동작 온도가 -40~+80℃인 온도 특성이 우수한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를 선정하

였으며 주파수 발생 logic 설계에서는 입력 설정에 따라 16종의 궤도주파수 중에서 2개의 주파수를 출

력하고 4.8Hz 구형파를 발생하며 과출력을 방지하도록 로직을 설계하였다.

D급 증폭기의 설계는 출력 임피던스가 4Ω의 150W급으로 효율이 93% 이상이다. D급 증폭기의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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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는 Noise를 최소화하고 외부 신호의 역유입을 방지하도록 회로를 설계하였다.

입력 전원 변동에 따른 안정된 신호 출력 제공하기 위해 정전압원을 채택하여 전원 전압의 변동에 따

른 구동 출력이 표준 출력의 ±0.5%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고 증폭기의 구동방식을 Full bridge 방식으

로 구현하여 기존의 Push pull 방식의 단점인 스위칭 소자에서의 협소한 열방사 면적의 문제점을 방열 

면적을 넓게 하여 효과적인 냉각을 도모하고 스위칭 소자를 Bipolar transistor에서 비교적 큰 용량의 

Field effect transistor를 사용하여 발열을 최소화하였다.

출력 신호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력이 50W 이상이면 과부하로 판정하여 출력부의 스위칭 소자

를 동작 불능 상태로 변화시키는 과부하 회로를 채택하고 출력부가 단락되어도 출력부의 스위칭 소자를 

동작 불능 상태로 변화시켜 소자와 제품의 손상을 차단하였다.

2.5.2 수신부 설계

(1) 수신신호를 해당 궤도회로에 필요한 궤도주파수만 선택하여 수신 Unit로 전달(필터 회로).

(2) 절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장치측과 궤도회로측과의 절연

(3) 장치측으로 유입되는 충격 신호를 흡수하는 기능 보유

(4) 전면에 입출력 신호 측정용 단자 부착

(5) 수신 입력부를 기설치된 미니 본드 또는 루프 코일과의 접속 호환토록 설계

(6) 필터 Unit로부터 받은 신호를 분석하여 점유, 비점유 신호를 출력하는 기능               

(7) Switched Capacitor Filter를 사용하여 주파수 변별력을 재차 극대화 함

(8) 전면에 수신 감도 조정부가 있어 구간 판단의 적정점을 조정

(9) 내부에 수신 신호의 점유, 비점유 판단을 위한 회로 보유

(10) 점유, 비점유 판단을 위한 궤도계전기 구동용 부전원 출력을 Unit 내부에서 처리하여 출력

(11) 회로의 동작 상태, 전원 및 신호 출력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 내장

입력된 신호를 Switched Capacitor Filter를 경유하여 60Hz 관련한 Noise 성분은 1/100 정도의 크기

로 축소시키고, 필요한 궤도 주파수만을 통과 시키는 Band Pass Filter를 구성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

록 하였고 복조 및 검지 판단 로직을 구성하였다.

HMU로의 수신 신호 감시 출력은 별도의 고 임피던스 버퍼 OP AMP를 사용하여 수신 신호 입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3. 결론

무절연 AF궤도회로장치는 궤도를 물리적으로 절단하지 않고 전기적인 방법으로 인접 궤도회로와 궤

도를 분리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그리고 궤도경계에서 주파수를 레일에 전송하며 인접 궤도회로들간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지하철에서 역과 역사이에서는 

무절연 AF궤도회로 장치를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분기부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복잡한 일반 철도의 역

구내에서도 국산화된 무절연 AF 궤도회로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산화된 무

절연 AF궤도회로장치를 소개하고 기술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무절연 AF 궤도회로 장치(TI-21)의 적용 기술은 역구내와 역간이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역간에서는 

궤도회로의 길이가 길고 적용하는 튜닝유니트는 고전력모드로 사용한다. 이에 반해 역구내에서는 궤도

회로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짧은 궤도길이에서 튜닝유니트는 저전력모드로 설정하고 수신기에서 수신 

입력치를 적절한 레벨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선철도용 궤도회로에서는 열차의 궤도 점유 유무만 판단하는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속도코드

를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일 속도코드(변조속도 4.8Hz)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도시철도용 TI-21M과 같은 형태로 변조주파수를 가변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속도코드에 맞추어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로변 통신장치 또는 연동장치를 통하여 속도 코드에 따른 입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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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역구내에 적용하는 무절연 AF 궤도회로 장치는 궤도길이에 따라 설정 값

을 조정하여야 하며, 간선철도에서는 속도주파수를 단일로 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도 신호업체에서 중기청 과제로 수행한 바 있다. 현재 도시철도에서 사용하는 속도코드주파수 

부가의 ATC 장치는 대부분 외국산이고 각 라인별로도 다르다. 이에 대한 국산화는 국내 신호업체에서 

모든 노선에 겸용할 수 있도록 기술 분석 및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지하철의 역과 역사이에서는 무절연 AF궤도회로장치를 사용

하고 있으나 분기부가 많고 복잡한 일반철도의 역구내에서는 유절연 방식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분기부

에 무절연 AF궤도회로장치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분기부에서의 레일의 절손을 100% 검지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

- 장치를 기계실에 집중하여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함

- 궤도회로장치를 집중 감시하고 고장여부를 실시간 감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개발된 무절연 AF궤도회로장치는 단순히 궤도검지뿐만 아니라 자양한 정보를 감시하여 궤도회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통해 열차의 안전운행 및 고속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궤조절연 개소의 감

소를 통한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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