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5, No. 5, pp. 902～910, 2016

http://dx.doi.org/10.5370/KIEE.2016.65.5.902

902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시운전시험을 위한 종합계측시스템 개발

The Overall Measurement System Development for On-line Test of Super-speed 

Maglev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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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overall measurement system for on-line test of super-speed maglev train. The super-speed 

maglev train is composed of vehicle, propulsion, power, and so on. In order to evaluate and diagnose for sub-system, we 

made overall measurement system. Just like the other measurement system, it is designed to distributed type. The hardware is 

consist of SCXI, PXI, Terminal, UPS, and so forth. It is installed on a train, control room, power room and track to collect lots 

of signals. The software controls hardware system, monitors main data such as inverter current, converter voltage. Using the 

measurement system, we evaluated a lot of performances for vehicle, track, and so forth. Through the developed system have 

improved reliability and safety for super-speed maglev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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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중국이 상하이에서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를 운영 중이고, 

일본이 동경과 나고야 구간을 운행하는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를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다.[1-3] 독일과 일본은 초

고속 자기부상철도와 관련되어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을 개발하여 

이미 실용화기술을 보유하고 있다.[4-6]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는 추진, 전력, 차량, 

궤도,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 각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품시험, 조합시험, 종합시운전시험 등을 

통해 각 단계별로 검증을 수행하였다.[7]

한편, 개발된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고

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종합계측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이를 통해, 다른 철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차량 가감속도, 최

대속도 등과 같은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시운전 시험 중 장애 발

생시에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8]

종합계측시스템은 추진, 차량, 궤도 등에 대한 다양한 신호를 

입력받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험항목과 계

측항목을 개발 초기부터 검토하여 센서 설치가 부품 제작과 함께 

진행될 경우에는 미리 센서를 설치하거나 공간을 확보하였다. 또

한, 전력과 궤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도, 계측선의 이동경로와 

설치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였다. 특히, 차량의 경우에는 전기배선

이 끝난 후에 계측시스템을 위해 별도의 계측선을 포설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차량이 완성되기 이전에 미리 계측을 위한 케이

블을 설치하였다. 

그동안 철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진행되

었던 계측시스템은 차량시스템이나 일부 부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9-10] 예를 들어, 한국형 고속열차, 틸팅열차, 

HEMU-430X(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430km/h 

eXperiment) 등에 대한 종합계측시스템 구축은 차량시스템과 관

련된 신호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

다.[11-12] 따라서, 토목과 전력시스템은 별도의 계측시스템을 

구성하여 성능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된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성능평가와 고장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 자

기부상철도를 위한 종합계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은 차량 

계측시스템, 전력 계측시스템, 궤도 계측시스템, 신호/통신/환경 

계측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합계측시스템을 

통해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추진, 전력, 부상, 궤도 등에 대한 성

능을 평가할 수 있었다.[13]

2. 본  론

2.1 종합계측시스템 구축 사례

철도와 관련된 종합계측시스템은 오래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

어왔다. 독일의 경우에는 ICE 차량의 시험을 위해 총 482개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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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채널을 갖는 계측시스템을 구성하였다.[14] 차량편성이 5량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차량별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저장하도록 

하였다. 각 측정값들의 인터페이스 조정은 중앙컴퓨터가 처리하

도록 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추진성능 시험을 위해 디지털 가상

계측시스템 개념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계측장치로부터 데이터

를 측정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TR460, 

ETR500 동력차 추진성능시험에 적용하였다.

그림 1 ICE/Experimental 측정시스템 구성도

Fig. 1 The measurement system configuration of ICE/ 

Experimental

국내에서는 한국형 고속열차, 틸팅열차, HEMU-430X의 본선

시운전시험을 위해 종합계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먼저, 한국형 

고속열차는 7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운전시험을 위한 종합계측시스템을 개발한 사례이다. 서로 다

른 종류의 몇 백 개 신호를 동시에 측정, 저장한 후 분석해야 하

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계측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상과 차상을 구분하여 시험계측시스템 구성하였고, 성능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Module로 신호를 입력받도록 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상시 계측장치는 MWM, DAM1, DAM2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계측장치는 세 차량에 나누어 설치되고,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3

에서 보는 것처럼, TM1에 DAM1 (Data acquisition module), 

MWM(Measuring wheel module), PS(Power supply), TT3에 

DAM2, 제동/안전/주행/휠레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취부되었다. 그

리고 TM5에 DAM31, DAM32, DAMP, 판토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었다.[11]

틸팅열차의 종합계측시스템은 한국형 고속열차 측정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제작된 시스템이다.[15] 한국형 고속열차는 7

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3량에만 측정시스템을 배치하여 

완전한 분산식 개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차량에 측정장비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차량 유지

보수시에 차량을 분리할 때, 편리하게 계측선을 분리할 수 있었

다. 전류, 전압, 온도, 가속도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

기 위해 여러 센서를 열차에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신호 데이터를 취득하여 동기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성능평

가와 고장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 한국형 고속열차 측정시스템 구성도

Fig. 2 The system diagram of korean high-speed train

그림 3 한국형 고속열차 측정시스템 설치 위치

Fig. 3 The installation position of korean high speed train

MC1 계 측 장 치 M1 계 측 장 치 T1 계 측 장 치 T2 계 측 장 치 M2 계 측 장 치 Mc2 계 측 장 치

T1 내 부  계 측 장 치

분 석  컴 퓨 터

Backup 장 치

사 무 실

그림 4 틸팅열차 측정시스템 구성도

Fig. 4 The system diagram of tilting train

HEMU-430X 종합계측시스템은 차량 측정을 위해 가장 최근

에 구축된 시스템이다.[12,16] 영상저장을 위해 다른 두 시스템

이 VTR로 저장하는 것과 달리 DVR로 저장하였다. 통신케이블도 

한국형 고속열차가 와이어, 틸팅열차가 싱글코어 광케이블을 사

용한데 반하여 멀티코어 광케이블을 이용하였다. 또한, 총 16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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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여러 부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정확하

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와 같이 각 차량에 대차가속

도, 축 디스크 온도, 차축 베어링 온도, 인버터 전압 등을 측정하

기 위해 설치되었다. 총 계측채널 수는 579개이며, 각 차량에 탑

재되는 계측장치는 PXI, SCXI, UPS 등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센

서로부터 입력된 신호는 단자대를 통해 각 장치로 전송된다. 

그림 5 HEMU-430X 측정시스템 구성도

Fig. 5 The system diagram of HEMU-430X

2.2 종합계측시스템 하드웨어 기술개발

2.2.1 종합계측시스템 구성과 Layout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는 추진, 차량, 궤도 시스템 등으로 이루

어져있다. 각종 서브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충북 오송에 150m 길이의 단거리시험선을 구축하였다. 초

고속 자기부상철도는 1량으로 구성된 차량으로, 위에서 살펴본 

다른 시스템과 달리 차상뿐만 아니라 지상에 대한 데이터도 동시

에 입력받아 동기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의 주행 중 전력, 궤도 및 차량의 주요 시

스템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하여 모든 계측 항목과 신호/통신 및 

시험 환경 Data를 실시간으로 측정, 저장,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

행할 수 있는 종합 계측시스템이다. 그림 6은 초고속 자기부상열

차 네트워크 Layout을 나타내며, 종합계측시스템 구성시의 고려사

항과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계측 시스템은 Switching HUB를 이용하여 Network

로 연결되며 계측 및 제어가 이루어지는 분산 계측 시스템으

로 구성하였다. 

(2) 지상전력 계측 시스템은 전력실 1과 전력실 2에 배치되어 주

요 Data의 계측 및 저장을 담당하는 계측시스템으로 Hub에 

연결되어 있으며, 계측시스템의 제어를 받아 Data의 계측, 저

장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3) 궤도 계측시스템은 궤도에 설치되어 궤도와 차량의 상태를 

계측하고 저장을 담당하는 계측시스템으로, 종합 계측 시스템

의 제어를 받아 Data의 계측, 저장 및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

다. 궤도 계측시스템은 UPS 전원을 공급받아 원격으로 전원

의 On/Off가 이루어졌으며,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2개의 궤

도 계측시스템으로 장비를 구성하였다. 

(4) 차량 계측시스템은 가선전압과 보조전원장치 전압/전류, 부상

/안내 공극 등처럼 차량과 관련된 신호들을 측정,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 

(5) 신호/통신/환경 계측시스템은 차량의 위치와 통신 상태, 그리

고 환경 Data의 계측 및 저장을 담당하는 계측시스템으로 

HUB에 연결되어 있으며, 종합 계측시스템의 제어를 받아 계

측, 저장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6) 종합 계측시스템은 여러 계측시스템에서 계측된 Data를 통합

하여 모니터링하고 분석,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원격으

로 시스템 전체의 제어(계측, 저장, 종료, 시작)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의 주행 중 전력, 궤도 및 차량의 주요 시

스템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하여 모든 계측 항목과 신호/통신 및 

시험 환경 Data를 실시간으로 측정, 저장,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계측시스템이다. 그림 7은 종합계측시스템

의 Layout을 보여준다. 또한, 계측장치별 시험평가 항목 및 상시

모니터링 항목은 표 1과 같다. 

그림 6 네트워크 Layout

Fig. 6 The layout for network 

그림 7 종합계측시스템 Layout

Fig. 7 The layout for overall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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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측장치별 시험평가 및 모니터링 항목

Table 1 The test evaluation & monitoring item according 

measurement device

분야 시험평가 항목 상시모니터링 항목

지상전력 

계측

시스템

추진 성능

전류 제어 성능

전력 품질

회생전력 흡수량

고조파

단락회로감지 성능

각종 전력 장비 입출력

에너지 저장장치 입출력

접점 정상 작동 유무

정류기 지락전류

인버터 토크/전류 지령치/달성

치

궤도

계측

시스템

처짐 변위

고유진동수

궤도 설치 공차

궤도 변위, 궤도 가속도

궤도 응력

LSM 권선/코어 온도

궤도

모니터링

차량계측

시스템

Stator pack 

설치 공차

Stator pack offset

궤도 상태(상면/측면/하면)

차량

계측

시스템

부상/안내/제동성능

DC컨버터 및 보조전

원장치 성능

승차감 및 

실내 소음

부상/안내 공극/공극가속도

부상/안내/제동 전류/전압

가선 및 보조전원 전류/전압

차량 속도/가속도 및 롤링/피칭

/요잉

의자 승차감/등받이 가속도

차체 진동

신호/통신

/환경 

계측

시스템

차량위치 검지성능

무선시스템 성능

데이터 통신 성능

차량 상대/절대 위치

무선시스템 상태

데이터 통신 상태

온도/강우/풍향/풍속 등

종합

계측

시스템

각 계측시스템 제어 및 취득데이터 현시/분석/저장

2.2.2 전력 계측시스템

지상의 전력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측시스템을 

전력실 1과 전력실 2에 설치하였다. 전력실 1과 전력실 2에 설

치한 모습을 그림 8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9는 구성도를 나

타낸다. 

지상에 설치되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아래 사항을 고려

하여 설치하였으며, 전력실 1과 전력실 2의 측정채널은 표 2 및 

표 3과 같다. 

(1) 지상 전력 계측시스템은 전력실 1, 전력실 2에 각각 설치하

여 신호 케이블의 길이를 최소화하였다. 

(2) 지상 전력 계측시스템은 제어 신호에 의하여 UPS의 전원이 

공급되며, 전원이 공급됨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으로 Data를 계측하였다. 

(3) Network의 제어 명령에 따라 장비 간 시간과 채널을 동기화

하고 Data의 계측, 저장, 전송을 수행하였다. 

(4) 각 채널별로 Calibration을 수행하며 Calibration의 결과를 

File로 저장하여 계측 시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계측하였다. 

(5) 지상 전력 계측 시스템은 19“ Rack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신

호의 연결과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

였다. 

(6) 전원이 필요한 센서나 사용 전원을 위하여 전원장치를 내장

하였고, UPS에서 공급하는 전원을 이용하여 DC 전원을 공급

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8 전력실 1&2 계측시스템 설치 화면

Fig. 8 The picture of measurement system install for power 

system room 1&2

표    2 전력실 1 측정 채널

Table 2 The measurement channel of power system room1

측정항목 측정범위 단위 채널수
신호종류

종류 형식 출력값

MOF

입력전압

25,000∼

35,000
V 1

지상전력

설비
전압 0∼10

MOF

입력전류
50∼100 A 1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가선전력 ∼3M W 1
지상전력

설비
전압 0∼10

RTR1/2, 

DTR1 

입력전압

25,000∼

35,000
V 3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RTR1/2, 

DTR1 

입력전류

50∼100 A 3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RTR1/2, 

DTR2 

출력전압

22.9kv

/0.59kv
V 3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RTR1/2, 

DTR2 

출력전류

- A 3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SR1/2/3 

입력전압
0∼1000 V 3

지상전력

설비
전압 0∼5

SR1/2/3 

입력전류

(U,V,W)

-500

∼500　 A 9
지상전력

설비
전압 -5∼5

SR1/2/3 

출력전압
0∼2,000 V 3

지상전력

설비
전압 0∼5

SR1/2/3 

출력전류
0∼500 A 3

지상전력

설비
전압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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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력 계측시스템 구성도

Fig. 9 The block diagram of power system 

표   3 전력실 2 측정 채널

Table 3 The measurement channel of power system room2

측정항목
측정

범위
단위 채널수

신호종류

종류 형식 출력값

SUPER CAP. 

입력전류

±

3,000
A 1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SUPER CAP. 

입력전압

750∼

1,500
V 1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INV11/12 

입력전압

0∼

2,000
V 2

지상전력

설비
전압 0∼5

INV11/12 

입력전류

0∼

500
A 2

지상전력

설비
전압 0~5

INV11/12 출력 

전류(U,V,W)

-500

∼500
A 6

지상전력

설비
전압 -5∼5

속도 ±100
km//

h
1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INV11/12 토크 

지령치

±

30,000
Nm 2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INV11/12 토크 

달성치

±

30,000
Nm 2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INV11/12 토크 

전류 지령치
±500 A 2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INV11/12 토크 

전류 달성치
±500 A 2

지상전력

설비
전압 -10∼10

2.2.3 궤도 계측시스템

지상의 궤도시스템의 여러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하여 선로상

에 궤도 계측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그림 10은 궤도 계측시스템의 

내부를 보여준다. 그림 11은 궤도 계측시스템 1과 궤도 계측시스

템 2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10 궤도 계측시스템

Fig.   10 The track measurement system

그림 11 궤도 계측시스템 구성도

Fig. 11 The block diagram of track system

표    4 신호/통신/환경 계측 채널

Table 4 The measurement channel for signal/communication 

/environment

대분류 측정항목 채널수
신호종류

종류 형식 출력값

관제실

온도 2 센서 전압 -10∼10

풍향, 풍속 1 센서 전압 -10∼10

강우 1 센서 전압 -10∼10

상대위치신호 - - - -

절대위치신호 - - - -

통신 NMS - - - -

신호제어

응답속도
　 제어 ms -

2.2.4 차량 계측시스템

차량 계측 시스템은 차량가속도, 승차감, 부상/안내 공극 등처

럼 차량에 취부되어 있는 여러 전기 및 기계장치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또한, 추진과 부상 인터페이스, 부상

과 가이드웨이 인터페이스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서브시스템의 상

호 작용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상에서 측정한 신호와 동기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2.2.5 신호/통신/환경 계측시스템

온도, 풍향 등은 외부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으

며, 차량 위치 및 통신과 관련된 데이터는 관련된 장치로부터 신

호를 입력받아 종합계측시스템으로 보내준다. 표 4와 같이 신호/

통신/환경 계측시스템의 측정채널을 구성하였다. 

2.3 종합계측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2.3.1 운영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구동하고 데이터를 계측하는 계

측 프로그램(지상 전력 계측 프로그램, 궤도 모니터링 차량 계측 

프로그램, 궤도 계측 프로그램, 신호/통신/환경 계측 프로그램)과 

전체 계측 시스템을 총괄․제어하는 메인 제어 프로그램,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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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공하는 Post processing 프로그램,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그림 12는 운영 프로그램

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 12 운영 프로그램 구성도

Fig. 12 The block diagram of operation program

운영 프로그램 개발시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1) Switching HUB에 의해 Network로 연결된 전체 프로그램은 

메인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원격으로 통제되며, 계측 프로그

램은 제어 명령에 따라 장치간 시간 동기를 맞추고, 동기화

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메인 제어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현시하였다. 

(2) 계측 데이터의 저장은 Network Error에 따른 Data 손실을 

막기 위하여 각각의 계측 프로그램에 저장하고, 시험 완료 

후 저장한 데이터를 메인 제어 프로그램으로 전송하도록 하

였다. 

(3) Post processing 프로그램은 메인 제어 프로그램이 저장한 

Data를 분석 프로그램에서 빠르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고, 채널 간 시간 동기를 보정하여 필요한 

채널 간의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4) 분석 프로그램은 처리된 Data file을 읽어 통합 분석 및 계측

시스템 별로 분석이 가능하며, 필요시 선택 구간 및 채널의 

저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2.3.2 계측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계측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에 연결된 센서 및 전압 신호를 이

용하여 물리 Data를 계측하는 프로그램으로 신호의 측정 Limit 

점검, 데이터 전송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되었다. 

(1) 각 계측 시스템에 연결된 가속도, 온도, 전압 등의 물리 데이

터를 각 신호에 맞는 센서를 이용하여 계측하는 프로그램으

로 신호의 측정, Limit Check, 데이터 전송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Main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제어 신호에 따라 채널 

Data를 동기화하도록 하였다. 

(3) 계측 프로그램은 전원인가 시 자동으로 구동되어 장비를 점

검하고 데이터 계측 준비를 완료하며, 중앙제어 프로그램의 

제어 명령에 따라 채널을 동기화하고, 데이터 계측, 저장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4) 계측 프로그램은 측정한 데이터를 통신을 이용하여 중앙제어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였다. 

전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전체 계측 시스템을 제어하며, 채널 

간 동기를 위한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각 계측 프로그램에서 전

송한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필요시 데이터를 컴

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1) 실시간 Data Monitoring

(2) 실시간 Data 저장

(3) 계측 프로그램의 동기화

(4) 사용자에 의하여 사용 및 저장 채널 설정 가능

(5) 연결된 계측 시스템 원격 제어

(6) 계측 시스템 Network 접속 상태 점검

(7) 제어 신호 출력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계측 시스템의 Channel Calibration 화

면을 그림 13에서, 센서점검과 관련된 화면을 그림 14에서 보여

준다. 그림 13과 같이 Channel Calibration에서 차량, 추진 등과 

관련된 채널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변경할 수 있

다. 그림 14에서 보는 것처럼, 센서와 케이블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2.3.3 분석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되

었다. 

(1) 하드웨어에 연결된 센서 및 전압 신호를 이용하여 물리 데이

터를 계측하여 실시간으로 Binary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

가 볼 수 있게 가공 변환할 수 있다. 

(2) 분석프로그램은 후처리 프로그램과 분석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된다. 

(3) 후처리 프로그램은 각 차량에서 계측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

자가 볼 수 있게 바꿀 수 있다. 

(4) 전체 및 부분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 

(5) 분석 프로그램은 전체 데이터를 다운 샘플링 하여 사용자에

게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다. 

(6) 커서를 이용하여 다운 샘플링 데이터 중 전체 데이터로 분석

할 부분만 뽑아서 정상 샘플링에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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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채널 설정 화면

Fig. 13 The picture of channel configuration

그림 14 통합 모니터링 시작 화면

Fig. 14 The Start picture of integration monitoring

그림 15와 그림 16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압변동시험 

및 정전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압변동에 따라 계측값이 일정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6과 같이, 정전시험에 따라 데이터의 입출력 

신호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이, 제작된 종합계측시시트템을 통해 추진, 전력, 궤도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여 성능평가와 고장진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5 전압변동시험 분석 결과

Fig. 15 The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voltage change test

그림 16 정전시험 분석 결과

Fig. 16 The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power failure test

3. 결  론

최근 들어 대도시간 또는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장거리 구간에 대한 인구이동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400km/h가 넘는 속도로 운행하는 초고속열차에 대한 수요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를 동

경과 나고야 구간에 건설 중이며,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를 운영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제작된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성능평가와 고장진단

을 위해 종합계측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시스템은 차량 계측시스

템, 전력 계측시스템, 궤도 계측시스템, 신호/통신/환경 계측시스

템으로 구성된다. 종합계측시스템은 전력, 추진, 차량 등으로부터 

온도, 전압, 전류 등에 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받아 저장한 

후, 분석할 수 있다. 개발 초기부터 데이터 신호 인출을 위한 공

간을 확보하거나 별도의 계측선을 미리 포설해 두었다. 

각각의 계측 시스템은 Network로 연결되며, 계측과 제어가 이

루어지는 분산 계측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다른 철도시스템과 

달리 차상뿐만 아니라 지상에 대한 데이터도 동시에 입력받아 동

기화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의 주행 중 전

력, 궤도 및 차량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하여 모

든 계측 항목과 신호/통신 및 시험 환경 Data를 실시간으로 측

정, 저장,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압변동시험, 

정전시험 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시운전시험을 수행하여 추진, 전

력, 부상, 궤도 등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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