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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increasing customer`s needs for safe operation and comfort of trains for the passengers as trains 
are getting fast and developed with advanced components. To meet the needs we developed the system which 
is able to prevent possible risk elements by transverse vibrations during the train operation. System records 
the amplitude data of trains vibration and location data from GPS antenna in real time. The system is 
composed of 5 different functioning modules as following GCPU, GGWD, GIFD, GAID and GPSD. GAID 
module is detecting amplitude value of vibration which is sensed by bogie hunting sensor`s. GFID gets 
location information where vibration data is detected with GPS Antenna. Once those data is prepared, GCPU 
testify it's amplitude and decides whether it send those data. When it sends those recorded data, those data 
are sent to control unit by MVB communication. we expect that this information will help operation and 
maintenance engineers improve the safety  train services. This paper explains train transverse Vibrations data 
recording system and its major functions which can measure the amplitude of trains`s data during the 
operation and introduces the configuration for the system setup. 

1. 서론

현대 산업 발전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 현상과 물류 증가는 도로교통의 혼잡을 초래 하였고 산

업,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간의 빠르고 정확한 운송수단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대한 대량수송개

체로서 철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철도 수요의 증가는 비용절감 및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열

차의 주행 속도를 점점 높이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속도가 기술력 및 비용절감의 척도로 인식되면서 철도의 

속도 향상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열차가 고속화, 고급화가 되면서 고속 주행 시 조금만 균

형이 깨져도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탈선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하게 되었다. 현재 운행 중인 KTX는 주행 중 특정 값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늦춰 진동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진동이 감지되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

기가 어려워 유지 보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는 진동의 크기와 진동이 발생한 

시점의 위치정보를 획득하여 MVB통신으로 열차진단제어장치에게 전송할 수 있으며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

과 위치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여 운영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열차선로 유지보수의 효율성 및 안정적인 열차운

행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열차진동 과 위치정보를 획득하여 저장 할 수 있는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험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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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 개요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1과 같이 위성으로부터 열차의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GPS 안테나, 진동의 크기를 감지 할 수 있는 보기헌팅센서, 위치정보 와 진동의 크기를 획득하여 분석

하고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로 구성된다.

그림1. GPS 연계 열차 진동 감시 장치 구성도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에서 위치정보의 획득은 GPS 안테나와 GPS수신모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성

으로부터 GPS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GPS데이터는 GIFD보드의 GPS수신모듈을 통하여 RS-232 신호로 변

환되어 GCPU 보드로 전달된다. 또한, 대차에 설치된 보기헌팅센서로부터 전달된 열차 진동정보는 GAID 보
드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GCPU 보드로 전달된다. GCPU보드는 GIFD보드와 GAID보드로부터 전달된 

Data를 취합, 분석 후 GRTD보드로 전달하며, 전달된 Data는 GRTD보드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저장된 Data 는 

GRTD 보드 전면의 USB port를 통하여 USB메모리로 추출 할 수 있다.

2.2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 구성 및 GPS Data 수신시험

 2.2.1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 구성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시스템은 GCPU(GPS Central Process Unit)보드 1장, 

GGWD(GPS GateWay Device)보드 1장, GIFD(GPS Interface Device)보드 1장, GRTD(GPS Radio Tran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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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보드 1장, GAID(GPS Analog Input Device)보드 1장, GPSD(GPS Power Supply Device)보드 1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드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2는 열차진동감지장치의 시스템 구성 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2. 열차진동감지장치 구성도

1) GCPU (GPS Central Process Unit) 보드

   CGPU보드는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 시스템을 관장하는 주 제어보드이다.

2) GGWD (GPS GateWay Device) 보드

   GGWD보드는 Data전송을 담당하는 보드로서 MVB(Multifunction Vehicle Bus)통신을 통하여 열차

   진단 제어장치에게 Data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GIFD (GPS Interface Device) 보드

   GIFD보드는 GPS안테나에서 필요로 하는 전원을 공급하며, GPS안테나로부터 전달된 Data를 수신

   모듈에서 RS-232 통신 신호로 변환하여 GCPU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GRTD (GPS Radio Transmit Device)보드

   GCPU에서 전달한 GPS Data 와 진동 Data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저장된 정보는 보드

   전면의 USB port를 통하여 USB 메모리로 추출할 수 있다.

5) GAID (GPS Analog Input Device) 보드

   GAID보드는 보기헌팅센서에서 필요로 하는 전원을 공급하며, 보기헌팅센서로부터 전송된 진동정보를

   가공하여 GCPU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GPSD (GPS Power Supply Device) 보드

   GPSD보드는 열차진동감지장치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 장치로서 차량으로부터 DC 100V
   를 입력받아 열차진동감지장치 시스템내의 각 보드에서 필요로 하는 5V /24V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2.2 GIFD보드 GPS Data 수신 시험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지원시스템으로 GPS가 제공하는 표준측정서비스는 민간용으로 제공되는 것

이다. 따라서 CODE 수신기만 있으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위치 및 시간을 알 수 있다. GPS수신 

Data는 NEMA라고 주로 불리는 NEMA-0183 규격에 맞게 수신되는데 NEMA-0183은 시간 위치 방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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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기 위한 규격이며 미국의 The National Marine Elecrtronics Association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 Data들은 

주로 gyrocompass, GPS, 나침반에 사용되며, Data형식은 $로 시작해서 GP로시작하는 NMEA코드이름 

($GPGGA,  $GPGSA, $GPGSV, $GPGLL, $GPRMC,GPVTG), 데이터 및 *Check Sum의 형식으로 수신된다.

그림3. GIFD보드 연동 GPS Data수신시험 

GIFD보드에 사용된 GPS수신 모듈은 uBlox사의 LEA-5H-0-008 제품이다. 시험방법은 GPS 안테나로 전

송된 위성 Data를 GIFD보드에 적용된 GPS수신모듈로 전송받아 RS-232신호로 변환 후 GRTD보드의 메모리

에 저장하게 구현하였다. 수신된 Data가 NMEA규격에 맞게 수신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GFID보드 

RS-232통신 port와 노트북의 시리얼 포트로 통신이 가능하게 구현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GPS Data가 Text화
면에 출력되게 하였다. 그림3은 GIFD보드에 GPS안테나를 연동하여 GPS Data가 GIFD보드로 NMEA규격에 맞

게 수신되는지 시험하는 장면이다.

그림4. GPS 수신 Data 

그림4의 ②는 위성의 개수와 수신율을 나타내며 ①은 GIFD보드에서 RS-232통신 port를 통하여 노트북으

로 전송된 GPS 수신 Data를 캡처한 화면이다. Text화면에 출력된 GPS 수신 Data는 NMEA규격에 맞게 수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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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3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 및 통합전송 시험

2.3.1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 

  시뮬레이션 환경은 KTX-산천에 장착되어 운영 중인 보기헌팅 센서,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진

기,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GPS안테나, 진동의 크기와 GPS위성 신호를 취합 저장할 수 있는 GPS연
계 열차진동감지장치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도는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도

  

  ±1G까지의 진동을 시험할 수 있는 가진기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고 GAID보드에서 보기헌팅센서에 

12V전압을 입력하면 보기헌팅센서에서는 45kHz ~55kHz 까지의 주파수로 변환된 진동의 크기를 GAID보

드에게 전달하게 된다. GAID보드에서는 전달된 Data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GCPU보드에 전달한

다. GIFD보드에서는 GPS안테나로 획득한 GPS Data를 수신모듈을 통하여 RS-232신호로 변환하며, 변

환된 Data는 GCPU보드로 전달된다. GCPU보드에서는 GAID보드와 GIFD보드에서 전달한 Data를 취합, 분

석하여 VME Bus를 통하여 GRTD보드로 전달하며 전달된 Data는 GRTD보드의 메모리 저장할 수 있게 시뮬레

이션 환경을 구현 하였다. 

   2.3.1 통합전송 시험

  아래 그림6은 통합전송시험 진행 장면이다. 전송시험은 그림6의 ③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의 

GCPU보드에서 획득한 진동의 크기와 위치정보를 GCPU의 RS-232통신 port로 노트북과 통신가능하게 하

여 GCPU보드에서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획득되는지 확인하였고, GRTD보드의 메모리에 저장된 진동

의 크기와 위치정보를 GRTD보드의 전면 USB port를 통하여 USB 메모리에 추출 후 메모리에 기록된 Data
가 정확한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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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통합전송 시험 

 그림7의 ①은 GCPU에서 GIFD보드로부터 획득한 위치정보이며 NAME규격에 맞게 수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는 GCPU보드에서 가공하여 GRTD보드에 저장한 Data 이며 GCPU보드에서 확인한 위도, 경

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USB 메모리로 추출하여 확인하였다. 

그림7. 시험 결과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GPS연계 열차 진동 감지장치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기능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소개하였

다. 연구의 주목적은 열차 운행 중 열차 탈선의 위험 요소인 진동 구간을 정확하게 판별해 내면서 열차운행

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GPS연계 열차진동감지장치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고속열

차에 장착되어 열차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차에 적용될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한 많은 

간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열차 진동감지장치는 본 논문에 이어 실차 적용 시험을 계속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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