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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시험

Field Test of High-Speed Transponder System for Rai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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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detect the exact position of high-speed train, it is necessary to obtain location information from the 

transponder tag installed along the track. When the transponder tag receives the energizing signal from the train, it sends a 

telegram to the reader, which includes location information. In high-speed railway environment, this telegram can be 

corrupted by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caused by onboard electric train power equipments or wayside devices. In order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ransponder system under this harsh environment, we carried out field test using HEMU-430X. 

Field test results are briefly introduced and discus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transponder system und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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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HEMU-430X 및 고속종합검측차 등 고속열차 개발에 따

라 위치정보의 정확성 증대 및 활용성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활

용한 설비 구축/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요구되고 있다. 열차의 

위치정보는 철도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 향상을 위한 핵

심 정보 중의 하나로 국외 철도 선진국에서는 고정밀, 고효율의 

철도교통 위치검지기술을 개발하여 유지보수, 안전설비, 열차제어, 

관제와 감시 등 다양한 철도분야에 적용하고 있다[1]. 현재 국내 

고속철도에서 적용 중인 열차 위치검지 기술은 궤도회로를 활용

하여 지상에서 폐색의 점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도플러레이더 및 

차륜센서(tachometer)를 활용하여 열차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

을 활용하고 있으나, 400km/h 이상의 고속에서는 열차 위치검지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고속으로 주행 중인 열차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1-4], 열차 위치검지시스템

은 절대위치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transponder),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상대위치를 제공하는 차륜센서,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등의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구현된

다. 속도정보를 제공하는 IMU와 차륜센서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분에 의한 항법오차 누적 및 slip/slide 현상으로 인한 오

차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정해주기 위하여 일정 

거리마다 기준위치정보의 획득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항법시

스템에서 IMU의 오차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MU/GPS 

결합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철도의 경우 선로의 직선화 및 도심

구간 통과를 위하여 율현터널(50.3km), 금정터널(20.3km) 등과 

같이 수십 km에 달하는 터널이 다수 존재하고, 터널 및 도심지 

등의 음영 구간에서는 위성신호 수신이 제한적이므로 GPS를 열

차 위치검지시스템의 기준위치정보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터널 및 도심지 등 선로 주변 환경과 관계

없이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에 기준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폰더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트랜스폰더시스템은 차량 하부에 설치된 리더가 선로에 설치

된 태그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태그로부터 텔레그램

(telegram)을 수신하여 텔레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기준위치정보

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고속열차의 정확한 위치를 검

지하기 위해서는 태그가 송신한 텔레그램을 리더가 오류없이 

정확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KTX 및 KTX-산천과 같은 동력집

중식 고속열차와 달리 HEMU-430X와 같은 동력분산식 고속열

차는 각 차량에 견인전동기(T/M: traction motor)가 위치하므

로, 견인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주변압기(MTF: main 

transformer), 주전력변환장치(MPS: main propulsion system), 

보조전원장치(APS: auxiliary power system) 등이 각 차량의 하

부에 설치된다.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장품 외에도, 고속철도 선

로 변에 설치된 가선, 궤도회로 등의 전기/신호 설비 등의 영향

으로 트랜스폰더시스템 동작 시 텔레그램 수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트랜스폰더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실차 성능 검증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고속주행이 가능한 HEMU-430X에 

트랜스폰더 리더를 장착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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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트랜스폰

더 리더, 태그, 프로그래머로 구성된다. 선로 상에 설치되는 트랜

스폰더 태그는 열차 하부에 설치된 리더로부터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텔레그램을 송신한다. 텔레그램은 트랜스폰더 프로그래

머에 의해 태그에 다운로드되며, 태그가 설치된 장소의 위치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트랜스폰더 리더는 자계 결합 방식으로 태그

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태그가 송신하는 텔레그램을 수신

하여 기준위치정보를 획득한 후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으로 전달

한다. 고속철도 환경에서 텔레그램 수신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

여, 트랜스폰더 태그는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동안 동일한 

텔레그램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리더는 오류검출코드(error 

detection code)를 활용하여 수신된 텔레그램의 오류 발생 여부

를 확인한다. 트랜스폰더 리더, 태그, 프로그래머 시작품의 세부 

사양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리더, 태그, 프로그래머)

Fig. 1 High-speed transponder system for rail transport 

(reader, tag, programmer)

표 1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high-speed transponder system for 

rail transport 

규격

(mm)

무게

(kg)
기능

설치 및 

운영장소

트랜스폰더 

리더
503×480×134 25 

무선 전력전송, 

텔레그램 수신

열차 

하부

트랜스폰더 

태그
275×150×45 1

무선 전력수신, 

텔레그램 송신
선로

트랜스폰더 

프로그래머
507×410×188 11.82

텔레그램 

다운로드

이동식 

장비

3. 트랜스폰더시스템 고속환경 모사 시험

3.1 고속환경 모사 시험 환경

400km/h 고속환경에서 무선전력전송 및 텔레그램 송수신 가

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속환경 모사 시험을 수행하였다. 트랜

스폰더 태그는 리더로부터 무선으로 전력을 수신하여 341bits 길

이의 텔레그램을 약 1.2msec 동안 282kbps로 반복적으로 송신하

도록 설계하였다. 트랜스폰더 리더가 태그로부터 수신한 텔레그

램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에 선형 블록 부호(linear 

block code) 방식의 오류검출코드를 적용하고, 리더가 텔레그램

을 오류없이 수신할 때마다 펄스를 출력하도록 설정하였다.

400km/h 고속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트랜스

폰더 리더 안테나와 태그 사이의 간격을 300mm로 고정한 상태

에서 무선 전력전송신호를 6msec동안 인가하고, 리더 펄스 출력

을 측정하여 텔레그램 수신 여부를 확인하였다. 6msec은 트랜스

폰더 리더가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컨택 존(contact zone)의 

길이가 약 660mm일 때 리더가 400km/h 속도로 컨택 존을 통

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무선 전력전송신호를 6msec 동안 

인가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Function Generator, Signal 

Generator, RF Power Amp를 활용하여 시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Signal Generator는 Function Generator에서 발생된 6msec 길

이의 펄스를 입력으로 받아 6msec 길이의 무선 전력전송신호

(continuous wave)를 발생시키며, 이를 RF Power Amp를 통해 

+43dB 증폭하여 리더 전력전송 안테나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텔레그램 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더 무선 전력전송신호, 

태그 유도전원, 태그 텔레그램 송신신호, 리더 펄스출력을 오실로

스코프로 측정하였다.

그림 2 트랜스폰더시스템 고속환경 모사 시험 환경

Fig. 2 Transponder test for high-speed environment

3.2 고속환경 모사 시험 결과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와 태그 사이의 간격을 300mm로 고

정한 상태에서 무선 전력전송신호를 6msec동안 인가하고, 텔레그

램 수신 여부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태

그로부터 총 3개의 텔레그램이 오류없이 수신되었다. 동일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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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총 100,000회 이상 반복 수행하여 매회 3개의 텔레그램이 

오류없이 수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험 결과를 토대로 

400km/h 고속환경에서 무선 전력전송 및 텔레그램 송수신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트랜스폰더시스템 고속환경 모사 시험 결과

Fig. 3 Transponder test result for high-speed environment

4.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시험 환경 구축

4.1 시험차량 선정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의 실차 성능평가를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고속열차인 HEMU- 430X를 시

험열차로 선정하였다.

그림 4 HEMU-430X 주회로 구성도[5]

Fig. 4 Block diagram for electric connection in HEMU-430X[5]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HEMU-430X은 그림 4와 같이 6량 1

편성으로, 제어객차인 TC(trailer car controlled), 동력객차인 

M1~M4(motor car), 제어동력차인 MC(motor car controlled)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량 당 2대의 독립대차가 연결되어 총 12대

의 대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TC를 제외한 5차량에는 견인전동기

가 차량 당 4대씩 총 20대가 설치되어 있다[5]. 가선을 통해서 

차량에 공급된 에너지는 MTF를 거쳐 MPS 및 APS에 공급되고, 

MPS는 견인전동기(T/M)에 차량 견인을 위한 전력을 공급한다. 

TC 및 MC의 하부에는 자동열차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및 자동열차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의 

하부시스템인 ATS 차상자 및 CAU(compact antenna unit)가 설

치되어 있고, TC, MC, M2 상부에는 GPS 위성신호 수신을 위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계측용 차륜센서는 TC에 2개, M2에 4

개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센서융합 항법시스템에 사용되는 위치 및 속

도 센서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레버 암 효과(lever arm effect)

로 인한 항법 해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기 설치된 

GPS 안테나와 차륜센서의 활용이 가능한 M2를 트랜스폰더 리더 

및 위치검지시스템 설치 위치로 선정하였다.

4.2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 설치 고려사항

HEMU-430X M2 하부에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레일 중심에 설치되는 트랜스폰더 태그를 인식하기 위하

여,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는 M2 하부의 중심부에 설치

되어야 한다. 

(2)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 사이에 자계결합 방식의 무선전력

전송 및 텔레그램 송수신을 위하여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

나의 하부에는 금속성 재질이 없어야 한다. 

(3) 공력에 의한 주행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트랜스폰더 리

더 안테나는 열차 하부로 최소로 돌출되어야 하며, 돌출면

은 레일 상면보다 높아야 한다. 

(4)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는 M2 하부의 전장품과 물리적 간

섭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M2 하부에 설치된 MPS, APS, HVAC 변압기 등의 전장품 

및 4개의 견인전동기로 인한 전자기 간섭(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이 제한적이어야 한다.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의 크기 및 M2 하부의 전장품 배치를 

고려하여, 그림 5와 같이 APS 옆 변압기, HVAC 변압기, 터미널 

박스, 오수탱크 하부를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 설치 위치로 선

정하였다. 

그림 5 리더 안테나 설치 위치 (HEMU-430X M2 하부)

Fig. 5 Location to install transponder reader antenna 

(under-frame of HEMU-430X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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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이즈 측정 장비 (HEMU-430X M2 하부) 및 측정 결과

Fig. 6 Noise measuring equipment installed at the under- 

frame of HEMU-430X M2 and measurement result

그림 8 (위) CAU 설치 가이드(봄바르디어社), (아래) HEMU- 

430X TC 및 MC 하부에 설치된 ATS 차상자 및 CAU

Fig. 8 (top) Installation guide of CAU (Bombardier), 

(bottom) ATS On-board receiver and CAU installed 

under HEMU-430X TC/MC

4.3 차량 하부 전장품으로 인한 전자기 간섭 분석

MPS, APS, HVAC 변압기, 견인전동기 및 전력선으로부터의 

전자기 간섭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HEMU-430X 시운전시 그

림 6과 같이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와 태그를 해당 위치에 임

시로 설치하고 텔레그램 송수신 주파수 대역인 4~5MHz 대역의 

노이즈 레벨을 측정하였다. 노이즈 측정을 위해 420 × 320mm 크

기의 텔레그램 수신용 안테나를 제작하였으며, 리더 안테나와 스

펙트럼 분석기는 15m 길이의 RG58 동축 케이블로 연결하였다. 

HEMU-430X가 광명역에서 출발하여 경부고속선을 통해 부산역

에 도착할 때까지 노이즈 레벨을 측정하였으며, 측정시 열차의 

최대속도는 300km/h이었다. 측정 결과,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 

설치위치에서 주변 전장품으로 인한 4~5MHz 대역의 노이즈 최

대값은 그림 6과 같이 -45dBm으로 측정되었다. 노이즈 최대값

은 절연구간 통과 시 발생하였으며, 평상시에는 -60dBm 수준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트랜스폰더 리더가 텔레그램을 오류없이 수신하기 위해서는 

수신신호의 크기가 -40dBm 이상이어야 하며,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와 태그 사이의 간격이 300mm일 때 수신 신호의 크기는 

그림 7과 같이 약 -33dBm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절연구간을 

제외한 일반구간에서 트랜스폰더 리더로 수신되는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SNR: signal-to-noise ratio)는 약 27dB이며, 절연구

간 통과 시에도 SNR이 약 12dB이므로, 텔레그램을 오류없이 수

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텔레그램 수신 신호 주파수 분석

Fig. 7 Spectrum analysis of received telegram signal

4.4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 취부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를 HEMU-430X M2 하부에 설치하기 

위하여 트랜스폰더시스템과 동일한 자계결합 방식을 사용하는 봄

바르디어社의 CAU 설치 가이드와 HEMU-430X의 TC 및 MC 하

부에 설치된 CAU의 취부 방식을 참조하였다. 봄바르디어社의 

CAU는 그림 8과 같이 안테나 하단에 45°의 자계 방사각을 고려

하여 금속 성분이 허용되지 않는 metal free volume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의 공간에는 금속 구조물이 허용된다. HEMU-430X

의 TC 및 MC 하부에 설치된 CAU는 트랜스폰더 태그와 유사하

게 레일 중심에 설치된 유로발리스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 8

과 같이 열차 하부의 중심에 설치되어 있다. CAU의 하부는 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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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선로에 설치된 트랜스폰더 태그

Fig. 10 Transponder tag installed on rail

결합 방식의 무선 전력전송 및 텔레그램 송수신을 위하여 OKUME 

재질의 목재 보호커버로 보호되어 있으며, 공력에 의한 주행저항

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보호커버를 포함하여 하부로 95mm 돌

출된 구조이다. 

이를 바탕으로,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를 그림 9와 같이 

HEMU-430X M2의 하부 중심에 설치하였다. 안테나 보호를 위

하여 강도가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보호커버를 적용하였

으며, 공력에 의한 주행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커버를 포

함하여 하부로 50mm 돌출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MPS, APS, 

HVAC 변압기 등의 주변 전장품으로 인한 노이즈 차폐를 위해 

리더 안테나 상단에 철제 함체와 페라이트 시트를 설치하였다.

그림 9 (위) HEMU-430X M2에 설치된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 

(아래)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 커버

Fig. 9 (top) Transponder reader antenna installed at HEMU- 

430X M2, (bottom) Transponder reader antenna cover

5.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성능평가

5.1 실차 성능평가 환경

부산고속철도차량기지 구내 선로에 그림 10과 같이 트랜스폰

더 태그 3개를 설치하고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성능평가를 수행

하였다. 

트랜스폰더 태그는 HEMU-430X 하부에 설치된 리더 안테나

로부터 무선으로 전력을 수신하여 341bits 길이의 텔레그램을 

282kbps로 반복적으로 송신하도록 설계하였으며, 1개의 텔레그

램을 전송하는데 약 1.2msec가 소요된다. 트랜스폰더 리더가 태

그로부터 수신한 텔레그램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에 오류검출코드를 적용하고, 리더가 텔레그램을 오류없이 수신

할 때마다 펄스를 출력하도록 설정하였다. 트랜스폰더 리더는 

HEMU-430X M2 실내 계측실에 설치하고, M2 하부에 설치된 

리더 안테나와 30m 길이의 RF 케이블로 연결하였다. 태그 통과

시점과 텔레그램 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트랜스폰더 리더

의 텔레그램 수신용 안테나 출력과 트랜스폰더 리더 펄스 출력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였다.

5.2 실차 성능평가 결과

HEMU-430X가 태그 설치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트랜스폰더 

리더가 각 태그로부터 정상적으로 텔레그램을 오류없이 수신하는

지 측정하였다. 차량기지 구내 선로임을 감안하여 HEMU-430X

는 약 5km/h의 저속으로 운행하였으며, 측정 결과 그림 11과 같

이 약 360msec 동안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이 수신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11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성능평가 결과

Fig. 11 Field test result of transponder system

HEMU-430X의 속도를 , 트랜스폰더 리더가 태그로부터 오

류없이 텔레그램을 수신하는 시간을 라고 했을 때, 리더가 태

그를 인식할 수 있는 컨택 존의 길이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1)

HEMU-430X의 이동속도가 약 5km/h일 때 약 360msec 동안 

텔레그램이 수신되었으므로, 컨택 존의 길이는 약 500mm로 분

석되었다. 컨택 존의 길이가 HEMU-430X의 속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트랜스폰더 리더가 태그로부터 수신할 수 있

는 최대 텔레그램의 수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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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기서 = 282kbps와 = 341bits는 각각 데이터 전송률과 

텔레그램의 크기를 의미하고, ⌊⌋는 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

수를 의미한다. 트랜스폰더 태그가 텔레그램 1개를 전송하는데 

약 1.2msec이 소요되므로, HEMU-430X의 속도 가 400km/h

일 경우 트랜스폰더 리더가 약 500mm 길이의 컨택 존을 통과하

는 약 4.5msec 동안 태그로부터 최대 3개의 텔레그램을 반복 수

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기준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의 성능평가

를 위하여 고속열차인 HEMU-430X를 대상으로 하여 부산고속철

도 차량기지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속열차의 환경을 고려하

여 트랜스폰더 리더는 레버 암 효과로 인한 위치검지시스템 항법 

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HEMU-430X에 기 설치된 GPS 안

테나와 차륜센서의 활용이 가능한 M2에 설치하였다.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는 차량 M2 하부의 전장품 배치와 타 장치로부터의 

전자기 간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철제 함체 및 페라이트 시트를 

리더 안테나 상단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장착하였으며, 리더에 기

준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 태그 3개를 차량기지 구내 

선로에 설치하였다. 실차시험은 고속차량 HEMU- 430X가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트랜스폰더 리더가 각 태그로부터 정상적

으로 텔레그램을 수신하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측

정결과, HEMU-430X의 이동속도가 5 km/h일 때 컨택 존의 길

이가 500mm이며, 트랜스폰더 태그에서 리더로 정상적인 텔레그

램이 수신됨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

속주행이 가능한 호남고속선에서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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