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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 for the continuous location detection of train, The method which the moving distance and speed of vehicles 
are detected using an odometer mounted within railway vehicle, is used in railway domain generally.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the train's positioning errors are accumulated as the moving distances increase. To solve this 
problems, The Train-borne Positioning System is being developed a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It is 
required to evaluate exactly a positioning performance of The Train-borne Positioning System for improvement of 
performan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DGPS methods to acquire reference posi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in-borne Positioning System and verify the accuracy of the reference position through the static 
test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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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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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료사업을 

통해 차륜센서 외에 위성항법수신기, 관성센서, 도플러레이더 센서 등의 다양한 측위센서를 통합 적용하

여 최적의 열차위치를 검지할 수 있는 철도차량용 열차정밀측위장치 시작품이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

된 열차정밀측위장치 시작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서는 시작품의 위치정확성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해야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시작품의 성능평가 시 위치정확성 검증을 위해 필

요한 기준위치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시험을 통해 확보된 기준위치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2. 철도차량용 열차정밀측위장치 성능 사양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중인 철도차량용 열차정밀측위장치의 개발 사양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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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밀측위장치 구성 방안

철도차량용 열차정밀측위장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노선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와 일

반철도의 운행환경사양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특히 국내 고속철도 운영환경은 터널구간이 전체 선로

구간중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측위센서 구성하였으며, 운행속도 고속화 추세를 고려

하여 400km/h 환경에서도 연속적인 열차위치검지가 가능하도록 측위센서 및 통합정보처리장치의 구성

하였다. 또한 열차위치검지기능의 가용성 확보를 위해 선로변 지상설비의 지원없이 철도차량에 탑재하

여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탑재용 측위센서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는 그림1과 같이 측위센서, 항법컴퓨터, 모니터링 도구로 구성되며, 

적용된 측위센서는 열차에 탑재되어 열차의 위치 또는 속도를 측정하는 계측장치로서 열차의 상대위치 

및 속도, 가속도 계측을 위해 관성항법장치, 차륜센서, 도플러레이더센서를 적용하였으며, 상기 센서에 

의해 누적된 위치오차 보정에 필요한 절대위치 파악을 위해 GPS 위성항법수신기를 적용하였다. 

그림 1.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하부 구성

2.2 하부구성 측위센서 사양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철도인프라시설 유지보수 효율향상을 위해 개발 중인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

치의 목표 성능요구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검측차량에 적용중인 차륜센

서의 경우 위치측정 오차가 이동거리에 따라 누적되는 오차가 발생하지만 개발하고자 하는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의 위치정확도는 10m 이내의 절대위치 정확도를 목표성능으로 정의하였다. 목표 위치정확

도는 운행에 따른 누적위치오차 보정에 이용되는 절대위치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수신기의 위치정확도 성

능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가시환경에서 위성항법수신기의 위치정확도 성능인 10m 이내로 정

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터널 등 항법위성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위성항법수신기로부터 절

대위치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항시 10m 이내의 정확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위성신호 미수신구간의 길

이를 정의하여 위치정확도 성능을 제한하였다. 또한 고속철도노선에서의 적용을 위해 동작속도범위 한

계를 400km/h로, 고속 운행환경에서도 고 분해능의 위치정보의 획득을 위해 출력빈도를 100Hz로 정의

하였다. 

표 1.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성능지표

성능지표 성능 요구사항

위치정확도
 10m 이내

 50m 이내(GPS 미수신환경에서 20km 주행시)

위치 출력빈도  100Hz

동작속도범위  400km/h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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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평가용 기준위치 확보방안

3.1 위성항법수신기를 통한 기준위치 확보방안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시작품의 위치정확성 평가를 위해서는 시험궤적에 대한 기준위치의 확보가 

필요하다. 기준위치는 측량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며, 시험궤적이 변경됨에 따른 새로운 측량이 수반되어

야 하므로, 일반적인 측량기법의 적용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정

밀측위장치 시작품 시험과 동시에 기준위치의 확보가 가능한 위성항법시스템(GPS)를 이용한 기준위치 

확보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GPS는 대표적인 전파항법시스템으로 지구 중궤도상에 위치한 항법위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GPS를 이용하여 위치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DGPS(Differential GPS)가 있으며, 위성신호의 전송과정에서 유발되는 공통오차를 제거하여 위치정확도

를 향상시키는 기법으로 DGPS를 통해서는 통상적으로 약 1m 내외의 위치정확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GPS 위성의 L밴드 신호의 반송파를 측정하여 이용하는 경우 더욱 정밀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반

송파를 이용한 DGPS 기법을 CDGPS(Carrier Phase DGPS)라 하며, 수 cm의 정확도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3.2 CDGPS

GPS 수신기는 20180Km 상공에 위치한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항체의 위치, 속도, 시각 등의 항법정보

를 ECEF(Earth Centered Earth Fixed) 좌표계로 제공하고 있다. GPS 수신기에서는 이러한 항법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GPS 위성과 수신기 안테나 사이의 거리를 시각오차 등이 포함된 의사거리, 상대속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도플러 주파수, 도플러 주파수를 적분해가는 반송파 위상에 관한 정보를 측정한다. 각

각의 GPS 위성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으로 변조되어서 전송되며, 그림 2와 같

이 의사거리와 반송파 위상은 동일하게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간주될 수 있다.

GPS수신기에서 의사거리는 위성과 위치오차(  ), 이온층 지연( ), 대류권 지연(), 다중경로

(  ), 수신기 시각오차( ) 및 측정잡음 오차( ) 등을 포함하여 수식 (1)과 같이 표현된다. 

 또한 반송파 위상은 1.57542GHz의 반송파 주파수 신호에서 순간적인 시각에 측정된 위상 값을 뜻

하며, 수식 (2)와 같이 표현된다. 반송파 위상은 의사거리와 유사하나 이온층 앞섬이 있으며 한 파장의 

길이인 약 0.19m의 반복회수를 의미하는 미지정수 N이 존재한다.

               (1)

               (2)

 여기서,   = 위성과 수신기간의 거리

         = 광속

         = 반송파 파장

          = 반송파 다중경로 오차

          = 반송파 측정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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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PS 의사거리와 반송파 위상

의사거리는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도달시간(Time Of Arrival)을 나타내는 C/A 코드로부터 측정

되기 때문에 모호성을 가지지 않는데 반해 다중경로 (1 , 2.5m) 및 측정오차 (1 , 1.5m)가 크다. 이에 

비해 반송파 위상은 앞에서 살펴본 미지정수 N이 존재하는데 반해 다중경로 (최대 0.048m) 및 측정잡음 

오차(1 , 0.002m)가 작다[6]. 반송파 위상의 다중경로 오차는 위상추적루프(PLL, Phase Lock Loop)에서 

다중경로에 의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90˚이기 때문에 최대오차가 1/4파장이 0.048m이다. 또

한 반송파 위상의 측정잡음은 약 0.19m인 파장을 10비트 이상의 해상도로 추적하기 때문에 매우 작다. 

한편 의사거리 및 반송파 위상의 공통된 오차인 위치오차, 이온층 오차, 대류권 지연오차는 기준국과 이

동국으로 구성된 DGPS(차분위성항법)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DGPS를 적용하면 위성 위치 오차는 제

거되며, 이온층 오차, 대류권 오차 및 다중경로는 안테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므로 상대위

치 정확도는 단독측위보다 향상된다. 

CDGPS는 반송파 위상의 차분을 이용하여 수cm 이내의 정확도로 상대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기법으

로 일반적으로 기준국과 이동국 GPS수신기의 시각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중차분을 이용하는데 의사

거리 및 반송파 위상의 이중차분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8].

 ∇∆  ∇∆∇∆   ∇∆ (3)

 ∇∆  ∇∆∇∆  ∇∆ ∇∆  (4)

여기서, ∇∆ = 기준국과 이동국의 차분치를 위성간 차분하는 이중차분

그림 3. 미지정수 검색범위

 위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오차는 제거되며, 측정잡음은 이중차분하기 때문에 커진다고 할 

수 있으나, 수식 (4)의 반송파 위상 측정식에서 미지정수 N을 추정하면 로 표현되는 상대위치는 매우 

정확하게 계산된다. CDGPS는 일반적으로 그림 3과 같이 의사거리 차분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위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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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차범위를 지정한 다음, 오차범의 내에서 미지정수 N을 추정하여 반송파 위상 측정치로써 상대위

치를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림 2에서 반송파 위상은 0.1902m마다 같은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모호성이 

존재하고, 참값의 상대위치에서는 반송파 위상의 잔차(Residuals)가 매우 작다. 대부분의 미지정수 추정

기법은 반송파 위상의 잔차 특성을 이용하여 미지정수를 추정한다.

4. 기준위치 확보시험

4.1 시험구성

개발된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의 측위 정확성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정밀측위장치와 동시에 기준

위치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주행 등을 통한 동적시험 시에는 기준위치정보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이동경로의 특정 지점을 측량을 통해 확보하고 해당 측량지점을 통과할 때 정밀측

위장치의 위치결과와 측량지점의 상대비교를 통해 정밀측위장치의 측위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

만 상기 방법은 미리 측량한 지점에서만 측위정확성 평가가 가능한 단점이 있으므로 전체 시험궤적에 

대한 측위정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시험에서는 cm수준의 고정밀 기

준위치의 확보와 연속적인 측위정확성의 평가가 가능한 CDGPS 방법을 사용하여 정밀측위장치 시작품

의 측위정확성을 평가한다. CDGPS 시험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국의 GPS 측정치와 기준국의 보

정정보가 필요하며, 본 시험환경에서는 이동국의 GPS 측정치 수집을 위해 L1/L2 이중주파수 

GPS/GLONASS 수신기인 Novatel사의 FlexG2를 성능평가용 위성항법수신기로 사용하여 후처리용 

RAW 데이터(Ephemeris Data, Pseudo-range)를 수집하고, 기준국의 보정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GPS기준점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RINEX(The Receiver Independent Exchange Format) 포맷의 보정

정보를 이용한다. 또한 이동국과 기준국 GPS 정보를 사용하여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의 시험 기준위

치 확보를 위해 상용 CDGPS Post-Processing 도구인 Novatel사의 Waypoint GrafNav/GrafNet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측위정확성 시험환경을 구성한다. 

그림 4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측위정확성 시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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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rafNav/GrafNet 후처리소프트웨어

4.2 시험결과

4.2.1 정적 측위정확성 시험 

정지상태의 기준위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 2월 28일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차장에서 약 

900초간 후처리용 RAW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동국으로 부터 10km 거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수원기

준국의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정지상태의 기준위치를 확보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지

상태의 기준위치가 약 4cm 이내로 확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녹색, 청색,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측위결과의 품질지표로서 녹색이 정확도가 높은 측위결과를 의미하며, 보라색은 상대적으로 정확

도가 낮은 측위결과를 의미한다. 

그림 6 정위치 측위정확도 시험 결과

4.2.2 동적 측위정확성 시험

동적 주행환경에서의 측위정확성 시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변을 왕복으로 주행하여 RAW 데이터

를 수집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수원기준국의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동적 주행환경에서의 기준위치를 획득

하였다. 아래 그림은 후처리된 기준 시험궤적을 나타내며, GPS 위성신호가 차단되는 지하차도 및 교량 

하부 등의 환경에서는 위치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일부구간에서는 기준위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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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적 측위정확도 시험 결과(전체 경로)

동적 주행시험은 시험 시작위치와 종료위치가 서로 동일하도록 주행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아래그림은 

시험 시작위치와 종료위치에서 측정된 기준위치를 나타낸다. 각 정차 위치별로 약 4cm 수준의 기준위

치가 확보되었으며, 시작위치와 종료위치는 약 10cm정도의 편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10cm의 기준

위치 편이가 발생한 것은 차량 주행을 통해 시작위치와 종료위치를 정확하게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a) 시작(좌) 및 종료지점(우)                    (b) 지도매핑결과

그림 8 동적 측위정확도 시험 결과

동적 주행상태의 기준위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획득된 기준위치결과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에서 제공하는 지도상에 매핑하여 정확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동적 주행시험시 회전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2차선을 따라 주행하였으며 지도에 매핑된 시험결과 또한 2차선을 따라 매핑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다만 지도매핑시 KML 데이터 구조 때문에 GPS 위성신호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직선으로 표시되는 

현상으로 위성신호 차단구간에도 기준위치가 매핑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다.

677



그림 9 동적 측위정확도 시험 결과(지도 매핑결과)

그림 10 동적 측위정확도 시험 결과(2차선 주행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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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변 열차제어설비 등 철도인프라시설에 대한 예비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철도인프라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유지보수용 철도차량의 위치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지식경제부 기

술료사업을 통해 차륜센서 외에 위성항법수신기, 관성센서, 도플러레이더 센서 등의 다양한 측위센서를 

통합 적용하여 최적의 열차위치를 검지할 수 있는 철도차량용 열차정밀측위장치 시작품이 개발 중에 있

다. 개발된 열차정밀측위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시작품의 위치정확성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해야하

며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의 성능평가 시 필요한 기준위치 확보를 위해 CDGPS를 이

용한 기준위치 확보방안을 분석하고, 실제 시험을 통해 확보된 기준위치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시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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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m수준의 기준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지도 매핑을 통해 주행중 기준위치에 대한 적합성도 확인

하였다. 하지만 CDGPS 적용시 GPS신호가 단절되는 교량 및 터널환경에서는 기준위치의 확보가 불가능

하므로 GPS신호 단절환경에서의 철도차량용 정밀측위장치 위치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밀측위장치

용 GPS안테나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GPS신호 단절환경을 모사하여 위치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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