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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 for the continuous location detection of train, the method that the moving distance of a vehicle is detected 
using an wheel sensor(odometer) mounted within a train, is generally used. It has a problem that the positioning 
errors of a train can be accumulated as the moving distance increase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required to apply 
a variety of positioning sensors and to integrate with sensor data. In this paper, we develop the train-borne 
positioning system applicable to the conventional railway and high-speed railway, and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train-borne positioning system through a vehicle test.

1. 서론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등 철도시스템의 안전성과 가용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선로, 전차선, 선

로변 열차제어설비 등 철도인프라시설에 대한 예비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철도인프라시설에 대한 예

비점검은 철도인프라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각종 검측장치가 설치된 유지보수용 철도차량을 주기

적으로 운행하여 예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철도인프라시설의 각종 이상유무 검측정보에 대한 검측위

치 정확도의 향상은 기존 유지보수활동 대비 적재적소의 유지보수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유

지보수 효율성 향상과 전체 철도시스템의 운영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철도차량의 연

속적인 위치검지는 철도차량 내 탑재된 차륜센서(오도메터)를 통해 차량의 이동거리를 파악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동거리 증가에 따라 위치오차가 누적되는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차륜

센서 외에 다양한 측위센서의 적용 및 측위정보의 통합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륜센서 외에 위

성항법수신기, 관성센서, 도플러레이더 센서 등의 다양한 측위센서를 통합 적용하여 최적의 열차위치를 

검지할 수 있는 철도차량용 열차정밀측위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등 국내 철도운행환경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위성항법수신기, 관성센서, 차륜센서를 측위센서로 구성하

여 정밀측위장치를 개발하고, 시험을 통해 개발된 정밀측위장치의 성능을 평가한다. 

2. 철도차량용 열차정밀측위장치 개발 사양

 국내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운행환경에 적용가능한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

용대상에 대한 목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적절한 센서의 선정 및 통합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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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밀측위장치 하부 구조

 철도인프라시설의 유지보수작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상설비의 지원 없이 차량에 측위센서

를 탑재하여 철도차량의 위치를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고속철도 운영환경은 

터널구간이 전체 선로구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400km/h로의 속도향상이 예상되므로, 터널환경 및 고

속운행 환경에 적합한 센서선정을 통한 정밀측위장치의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는 철도차량에 탑재되어 기타 지상설비의 지원 없이 400km/h의 고속주

행환경과 터널 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과 연속적인 열차위치검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하므로 본 논

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측위센서, 항법컴퓨터, 모니터링 도구로 구성하는 정밀측위장치 구성방안을 제

안한다. 여기서 측위센서는 열차에 탑재되어 연속적으로 열차의 위치 또는 속도를 측정하는 계측장치로

서 열차의 상대위치 및 속도, 가속도 계측을 위해 관성항법장치, 차륜센서를 적용하여 열차의 연속적인 

위치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관성항법장치, 차륜센서로부터 결정된 누적 위치오차의 보정에 필요

한 절대위치 파악을 위해 GPS 위성항법수신기를 적용한다. 항법컴퓨터는 위성항법수신기, 관성항법장

치, 차륜센서로부터 순수 계측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 항법필터를 적용하여 최적의 열차 위치, 속도, 

자세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모니터링도구는 항법컴퓨터로부터 출력된 실시간 열차위치, 속도, 자

세정보를 표시하고 저장하며, 추가적으로 순수한 센서출력정보를 저장하여 센서통합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후처리(post-processing)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림 1.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하부 구성

2.2 하부구성 측위센서 사양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구성을 위해 선정한 측위센서의 성능 사양은 표 1과 같다. 표 1의 측위센서

는 400km/h의 속도범위에서도 연속적인 측위가 가능한 센서로 선정하였으며, 최대 20km 길이의 위성항

법신호의 미수신 구간을 고려하였을 때의 위치오차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1nm(nauticl mile)의 고성

능 관성센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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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적용센서 성능사양

센서종류 적용 센서 사양

관성센서

• Gyro Input Range : ±400 deg/sec 이내

• 수직축 Gyro Rate Bias : 0.01 deg/hr 이내

• 수직축 Gyro Rate Scale Factor : 150 ppm 이내

• 수직축 Angular Random Walk : 0.125 deg/√hr 이내

• 수평축 Accelerometer Range : ±20 g 이내

• 수평축 Accelerometer Linearity : 500 ppm 이내

• 수평축 Accelerometer Scale Factor : 300 ppm 이내

• 수평축 Accelerometer Bias : 1.0 mg 이내

• 데이터 출력빈도 : 100 Hz 이상

위성항법수신기

(GPS)

• 주파수 : L1 band, 12 channel 이상

• 데이터 출력빈도 : 1 Hz 이상

• 위치정확도 : 1.5 m 이내(수평위치기준, RMS)

• Signal Reacquisition : 1 sec 이내(Typical)

• 동작한계속도 : 512 m/sec

차륜센서
• 채널수 : 2 channel 이상

• 인터페이스 : Pulse Signal 또는 Serial 인터페이스 지원

3. 정밀측위장치 항법컴퓨터 구성

3.1 하드웨어 구성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는 400km/h 고속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위치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고속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CPU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PowerPC 계열의 Dual Core CPU인 Freescale사의 MPC8640D를 적

용하여 항법컴퓨터를 제작하였다. 항법컴퓨터는 각종 측위센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다양한 인터페이

스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의 항법컴퓨터는 가속도계 및 자이로센서

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RS422 통신을, 위성항법수신기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RS232 통신을, 차륜센서

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Pulse count 회로를 내장하도록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항법컴퓨터를 통한 최

종 철도차량의 위치정보는 RS422 통신을 통해 모니터링 도구로 표출된다.

그림 2. 항법컴퓨터 제작 형상

345



3.2 필터구성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의 내부필터구성은 관성센서, GPS, 차륜센서를 결합한 약결합 시스템을 적용

하였다. 약결합 시스템은 칼만필터의 측정치로 GPS 수신기의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위치정보와 

차륜센서로부터 얻은 속도정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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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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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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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약결합 시스템 구조

 또한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의 항법 성능 향상을 위하여 차량의 동적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의 속도 성분 이외에는 모두 0이라는 nonholonomic 강제조건을 적용하였다. 즉, nonholonomic 

강제조건은 차량의 전진방향을 x로 가정하였을 때 수평방향 y와 수직방향 z에 대한 속도가 0이라는 강

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며 위성항법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하여 안정적인 위치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관성

항법장치의 항법결과 중 y축 및 z축 속도성분을 0으로 강제하여 칼만필터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4는 nonholonomic 강제조건을 이용한 오차 보상 개념을 나타내며, 관성항법장치의 항법결과를 칼

만필터의 측정치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법좌표계의 속도정보를 동체좌표계로 변환시켜야 한다. 

b
zv

b
yv

b
xv

     
그림 4. 차량 운동 조건을 이용한 오차 보상

 따라서 관성항법장치와 위성항법수신기, 차륜센서, 강제조건을 모두 적용하여 항법필터를 구성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연합형 칼만필터를 적용하였다. 그림 5의 연합형 칼만필터는 관성항법

장치 정보를 공통으로 이용하여 위성항법수신기, 차륜센서, 강제조건의 각 정보를 부필터의 측정치로 

사용하며, 계산된 부필터의 정보는 주필터에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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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항법장치

위성수신기

차량 속도계

강제 조건

부필터 #1

주필터

정보융합

부필터 #2

부필터 #3

그림 5. 연합형 필터구조

4. 시험 및 평가결과

4.1 시험구성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의 측위정확성 성능시험을 위해 정밀측위장치를 도로주행차량에 탑재하고 고

속도로 주행시험을 통해 동적 측위정확성을 시험하였다. 아래 그림 6과 같이 차량 지붕에 GPS 안테나, 

차량하부에 차륜센서, 차량내부에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및 모니터링도구를 설치를 설치하여 동적 

측위정확성을 시험하였다.

그림 6.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시험 구성

4.2 시험결과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의 동적 측위정확성 시험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를 시작점으로 

하여 서평택분기점-안성맞춤휴게소-북진천IC를 반환점으로 다시 화성휴게소(상행)를 종점으로 하는 약 

135km길이의 시험구간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터널환경시의 측위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성맞

춤휴게소부터 안진터널 입구까지 약 10km 구간동안 GPS 안테나를 분리하여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위성

항법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위도, 경도, 고도오차가 모두 10m 이내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위성항법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20m 이내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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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적 측위정확성 시험경로

표 2. 동적 측위정확성 시험결과(GPS 위성신호 수신 시)

항 목
위치 오차

비고
위도 오차 경도 오차 고도 오차

기준점 #1 1.00188 0.17766 2.556 GPS결과비교

기준점 #2 9.79612 4.97676 0.637 GPS결과비교

기준점 #3 -1.22451 6.40319 1.784 GPS결과비교

기준점 #4 0.22264 -1.95671 -3.3 GPS결과비교

기준점 #5 2.22639 -1.51189 1.413 GPS결과비교

기준점 #6 -6.34521 -9.43147 0.033 GPS결과비교

기준점 #7 9.46216 -6.93629 4.345 GPS결과비교

기준점 #8 5.78861 8.17664 4.983 GPS결과비교

기준점 #9 8.12632 -1.51079 6.937 GPS결과비교

기준점 #10 2.33771 0.62131 6.678 GPS결과비교

표 3. 동적 측위정확성 시험결과(GPS 위성신호 수신 불가 시)

항 목
위치 오차

비고
위도 오차 경도 오차 고도 오차

10km 이동

(@10min)
-6.01125 -13.51804 8.905 GPS결과비교

5. 결론

 현재 일반적인 철도차량의 연속적인 위치검지는 철도차량 내 탑재된 차륜센서(오도메터)를 통해 차량

의 이동거리를 파악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동거리 증가에 따라 위치오차가 누적되는 문제로 인

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차륜센서 외에 다양한 측위센서의 적용 및 측위정보의 통합적인 처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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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차륜센서 외에 위성항법수신기, 관성센서, 도플러레이더센서 등의 다양한 측위센서를 통합 적용

하면 지상설비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철도차량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

철도 및 고속철도 등 국내 철도운행환경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위성항법수신기, 관성센서, 타코메터를 

측위센서로 구성하여 정밀측위장치를 개발하고, 철도차량에 탑재하기 전에 고속도로 주행시험을 통해 

개발된 정밀측위장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개발된 정밀측위장치는 관성센서, 차륜센서를 통해 상대위

치를 측정하고, 위성항법수신기를 통해 누적된 상대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10km 

구간동안 GPS안테나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터널환경을 모사하여 정밀측위장치의 측위성능을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위성항법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위도, 경도, 고도오차가 모두 10m 이내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성항법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위도, 경도, 고도오차가 20m 이내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성항법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환경은 위성항법수신기가 위치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관성센서 및 차륜센서로부터 발생된 누적 위치오차를 보정할 수 없게 되므로, 위성항법신

호의 수신이 가능한 환경대비 위치오차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고성능 관성센서 및 차륜센

서, nonholonomic 강제조건을 적용한 필터구성을 통해 위치오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시험결과를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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