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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자기장 변화를 이용한 새로운 열차검지기법 연구

New Train Detection Method using DC Magnetic Field Variation

신 승 권†․정 호 성*․김 형 철*․박  *․조 용 *

(Seung-Kwon Shin․Ho-Sung Jung․Hyung-Chul Lee․Young Park․Yong-Hyeon Cho)

Abstract  -  The reason of train location detection is generally the train interval control between the railway stations and 

the train path control in the railway station yard in order to avoid train collision.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train 

location for shortening the train headway,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ailway maintenance as well as the safe 

operation of trains. Therefore, the accurate detection of train location is the prerequisite technology in railway signalling 

system. The track circuit and the wheel sensor of rolling stock have been used to detect the train location widely in 

urban railway as well as high speed train. The track circuit is continuously monitored by electrical equipment to detect 

the absence of the train and the tachometer and encoder is used for the wheel sensor to measure the train speed. But 

speed sensor failures are frequent due to the extremely harsh operating conditions encountered in rail vehicle. The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system has been used in urban railway system recently. But the installation 

of CBTC system is very high and the modification of design is difficult. This paper deals with the feasibility of new 

train location detection method using magnetic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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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열차의 운행 치를 검지하는 이유는 열차의 

충돌방지를 해 역과 역 사이의 열차간격제어와 역구내에

서 열차진로제어를 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열차의 

정확한 치검지는 열차의 안정 인 운 뿐만 아니라 운

시격 단축  철도 유지보수 효율화를 한 핵심기술 에 

하나이다. 재 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에서 용 인 

열차 치 검지기술은 지상설비인 궤도회로와 차상설비인 차

륜센서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 으로 궤도회로의 길이는 열

차의 운행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역간 거리, 운 시격, 열차 

길이 등 고려하여, 고속철도는 약 1.5km, 일반철도는 600∼

800m, 도시철도는 약 200m의 길이로 설치되어 열차의 치

를 감지하고 있다.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열차를 검지

하는 방식으로는 인덕티  루 를 통한 상변화를 이용한 

열차검지방식과 차량의 차축검지장치를 이용한 열차 치검

지방식, RF 태그를 이용한 열차를 검지하는 방식, 지상의 

엑셀 카운터를 통한 불연속 열차검지방식 등 다양한 기법들

이 소개되고 있다[1,2].

최근에는 차륜센서에 의한 치오차 보정  지하구간에

서도 안정 이고 정확한 선로상의 기 치 확인을 해 

RFID기반 치 보정장치가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시스템에 용 에 있다. 하지만, 재 량 국외 제품이 

도입되어 설치됨에 따라 해외기술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설

계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RFID기반의 열차 치 검

지방식은 기  치정보를 악하기 해 선로 심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RFID 트랜스폰더와 RFID 트랜스

폰더 내 고유정보를 독하는 RFID 리더  RFID 안테나

가 차량에 설치되어 구조가 복잡하며, 가격이 고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운행 선로 주변에 자기장 센서를 설치하여 

열차 주행시 직류 자기장의 변화량을 계측하고, 이러한 직류 

자기장 변화량의 크기에 따른 새로운 열차검지방법을 제시

하 다. 

2. 자기장 변화를 이용한 열차검지

자기장 측정 종류에는 교류 자기장 측정과 직류 자기장 

측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직류 자기장은 지구로부터 자연

으로 방출되는 자기장이며, 교류 자기장은 기  시스템

으로부터 방출되는 자기장이다. 직류 자기장 측정기술은 지

구 자기장  그 변화의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3,4].

교류 자기장 측정은 차선에 흐르는 교류 류에서 발생

하는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하여 열차의 존재 유무를 검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교류 자기장 측정을 해 자기장 센서를 

교류 25,000V의 차선에 설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기철도의 주행시 차선에 흐르는 류의 변화에 인한 자

기장 변화 신호를 감지하므로, 하나의 궤도에 2  이상의 열

차가 주행할 경우 선행 열차와 후행열차의 구분이 불가능하

며, 한 기를 사용하는 기철도 차량만 검지가 가능하

다. 이에 반에, 직류 자기장 측정은 열차의 근으로 인한 

지자계 변화(약 1μG∼10G범 )를 검출하여 열차 치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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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다[5]. 직류 자기장 측정센서는 선로 부근에 설치

가 가능하므로, 교류 자기장 측정에 비해 자기장 측정 센서 

설치가 용이하며, 자기장 측정 센서가 설치된 치에 열차가 

근 하는 경우에만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센서 치를 통

한 열차의 존재 유무의 확인이 가능하다. 한 직류 자기장 

측정은 열차의 철 성분에 의한 지자계 변화를 발생시키므로 

기철도 차량뿐만 아니라 디젤철도 차량의 치 인식도 가

능하다. 표 1은 직류자기장 측정센서와 교류자기장 측정센

서를 비교하 다. 

표 1 자기장 측정센서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Magnetic Measurement Sensor

항목
교류 자기장 

측정센서

직류 자기장 

측정센서

센서 

설치성

설치 어려움

( 차선 지지물 부착)

설치 쉬움

(궤도 선로 부근)

감지 

정확성

하나의 궤도에 

두 의 열차가 있을 

경우 구분 불가능

부착된 센서 치에서 

열차의 존재 유무 

확인가능

기타
기차량만 

치 감지 가능

비 기 차량의  

치 인식 가능

2.1 직류자기장 측정시스템

자계를 검출하는 자기장 센서는 약자계 센서, 자계 센

서, 강자계 센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류 자기장 측정센서

는 1μG∼10G 범 의 자계 센서를 사용한다. 열차가 정지

해 있거나, 주행을 하면 열차의 철 성분으로 인해 직류 자기

장의 크기와 방향이 바 게 된다.

열차 주행시, 직류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그림 

2와 같이 3축 자기장 측정센서 CMM-1000을 이용하여, 자

기장 측정시스템을 구성하 다. 사용된 센서는 열차주행시 

주변 자기장의 변화량에 따라 항값이 변화하는 자기 항

형 센서를 사용하 다. 자기 항형 센서는 그림 1과 같이  

자기장 변화에 따라 센서 항값이 변화는 상을 이용하여 

자기장 값을 측정할 수 있으며, 자기 항값은 식(1)과 같이 

표 된다[7].

     

   (a) 외부 요인이 없는 경우  (b)외부 요인이 있는 경우

그림 1 외부 요인 유무에 따른 류경로

Fig. 1 Current Path according to External Element

 


                       (1)

여기서,   : 자기장 존재시 항 []

  : 자기장 부재시 항 []

         : 자의 이동성 [·]
  : 자기장 존재시 항률 [·]
  : 자기장 부재시 항률 [·]
  : 자속 도 []

  : 기하학  향요소 []

표 2는 사용된 자기장 측정센서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표 2 자기장 측정장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Magnetic Measurement Device

 Measurement 

frequency range
 DC to 2000 Hz

 Measurement range  6 Gauss (each axis)

 Sensor type  Magnetoresistive type

 Sensor resolution  0.05 mG

  

그림 2 자기장 센서  측정시스템

Fig. 2 Magnetic Sensor and Measurement System 

자기장 센서에서 계측되는 자기장 변화량의 크기는 센서

의 종류, 설치 치  직류자기장을 변화시키는 상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표 3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기장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와 자기장 변화를 발생시키는 상물

간의 설치 간격에 따른 최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설치조건 측정값 (단  : [mG]

상물과 간격
지표면에서 

높이
x축 y축 z축

30cm 200cm 20 150 60

50cm 50cm 88 105 68

150cm 50cm 18 40 19

표 3 자기장 센서 설치 치에 따른 측정 결과 

Table 3 Measurement results to the installation position of 

Magnetic Measurement Device

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직류자기장을 변화시키는 

상물과 자기장 변화량의 크기와의 인 상 계는 증

명할 수 없으나 자기장 센서의 설치 치가 상물에서 멀어

질수록 변화량의 크기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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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양역 승강장 내부 1번 치(김포공항 방면) 측정결과

Fig. 4 Measurement Result of Number 1 Position at inside 

Gyeang Station

그림 5 계양역 승강장 내부 2번 치(인천공항 방면) 측정결과

Fig. 5 Measurement Result of Number 2 Position at inside 

Gyeang Station

  2.2 열차검지를 한 자기장 측정시스템 구성

자기장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열차검지를 확인하기 해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장시험을 수행하 다. 인천공항

철도 계양역은 행열차(계양역 통과)와 일반열차(계양역 정

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실내(승강장), 실외(본선)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열차 치에 따른 자기장 변화에 한 다양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직류 자기장의 변화로 열차 치검

지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 공항철도 계양역 승강장  선

로에 3축 자기장 측정센서 4개를 그림 3와 같이 설치하

다. 계양역사 내부 승강장의 김포공항 방향과 인천공항 방

향에 각각 자기장 측정센서를 설치하 으며, 계양역사로부터 

500m 지 의 외부 선로에도 김포공항 방향과 인천공항 방

향에 각각 자기장 측정센서를 설치하 다. 승강장 내부 자

기장 측정센서 1번과 2번은 열차로부터 약 50cm 치인 승

강장의 스크린도어 후면에 설치하 으며, 승강장 외부 자기

장 측정센서 3번과 4번은 선로로부터 약 1.5m 치인 차

선로지지 주에 설치하 으며, 지면으로부터 약 50cm 에

서 측정하 다.

  

그림 3 자기장 측정센서 설치 치

Fig. 3 Location of Magnetic Sensor Installation

3. 자기장 측정결과

    

그림 4은 계양역 승강장 내부 1번 치에서 측정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5는 계양역 승강장 내부 2번 치에서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김포공항 방면에 설치한 1번 센서

의 경우 행열차, 일반열차 모두 김포공항방면으로 운행하

는 열차에 해 자기장 변화가 크게 나타난데 반해 인천공

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해서는 변화량이 미미하

다. 반면에 인천공항 방면에 설치한 2번 센서의 경우 행

열차, 일반열차 모두 인천공항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해 자기장 변화가 크게 나타난데 반해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해서는 변화량이 미미함을 확인하 다.

표 4는 계양역 승강장 1번, 2번 자기장 측정센서에서의 

측정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인천공항방면으로 열차가 진

행시, 계양역 승강장 내부 1번 치(김포공항 방면)에 설치

한 자기장 센서에서 측정된  최 값은 y축 방향으로 10mG

이며, 계양역 승강장 내부 2번 치(인천공항방면)에 설치한 

자기장 센서에서 측정된  최 값은 y축 방향으로 105mG로 

약 10배의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열차가 반 방향으로 진

행시 즉, 김포공항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계양역 승강장 내부 

1번 치(김포공항 방면)에 설치한 자기장 센서에서 측정된 

자기장 최 값은 y축 방향으로 44mG이며, 계양역 승강장 

내부 2번 치(인천공항방면)에 설치한 자기장 센서에서 측

정된 자기장 최 값은 y축 방향으로 13mG로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 6는 계양역 외부 선로 3번 치에서 측정결과를 나

타내었으며, 그림 7은 계양역 외부 선로 4번 치에서의 측

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계양역 내부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김포공항 방면에 설치한 3번 센서의 경우 김포공항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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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양역 승강장 1번, 2번 자기장 센서 측정결과

Table 4 Measurement results of Number 1 & 2 Magnetic 

Sensor at Gyeang Station

열차 진행방향

측정값  ( 단  : [mG] )

1번 센서

(김포공항방면) 

2번 센서

(인천공항방면)

행 

인천공항방면 

x축 5 77

y축 10 80

z축 5 70

행 

김포공항방면 

x축 26 6

y축 44 6

z축 19 5

일반 

인천공항방면 

x축 2 88

y축 5 105

z축 2 68

일반 

김포공항방면 

x축 11 2

y축 37 13

z축 15 3

그림 6 계양역 외부선로 3번 치(김포공항 방면) 측정결과

Fig. 6 Measurement Result of Number 3 Position at 

outside Gyeang Station

그림 7 계양역 외부선로 4번 치(인천공항 방면) 측정결과

Fig. 7 Measurement Result of Number 4 Position at 

outside Gyeang Station

표 5 계양역 외부선로 3번, 4번 자기센서에서의 측정결과

Table 5 Measurement results of Number 3 & 4 Magnetic 

Sensor at outside Gyeang Station

열차 진행방향

측정값  (단  : [mG]

3번 센서

(김포공항방면) 

4번 센서

(인천공항방면)

일반 

김포공항

방면 

x축 11 1

y축 35 3

z축 4 1

일반 

인천공항

방면 

x축 1 18

y축 5 40

z축 2 19

행 

교행시

x축 12 20

y축 33 25

z축 8 17

운행하는 열차에 해 자기장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4번 

센서의 경우 인천공항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해 자기

장 변화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표 5은 계양역 외부 선로 3번, 4번 자기장 센서에서의 측

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천공항방면으로 열차가 진행시, 

계양역 선로 3번 치(김포공항 방면)에 설치한 자기장 센서

에서 측정된 최 값은 y축 방향으로 5mG이며, 선로 4번 

치(인천공항방면)에 설치한 자기장 센서에서 측정된 최 값

은 y축 방향으로 40mG로 약 8배의 차이가 있었다. 열차가 

반 방향으로 진행시 즉, 김포공항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계

양역 선로 3번 치(김포공항 방면)에 설치한 자기장 센서에

서 측정된 최 값은 y축 방향으로 35mG이며, 계양역 선로 4

번 치(인천공항방면)에 설치한 자기장 센서에서 측정된 최

값은 y축 방향으로 3mG로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열차 주행시 직류 자기장의 변화량를 이용하여 

열차의 검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 다. 열차 검지 가

능성을 알아보기 해, 지자계 센서와 자기장 변화를 발생시

키는 상물과의 설치 치에 따라 자계 변화량을 측정하

으며, 일반 으로 센서와 피 상물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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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계 변화량이 커짐을 확인하 다. 한 실제 운행 노선에

서의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자계 센서의 검출 특성을 확인하

기 해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승강장 내부와 외부 선로에 

김포공항방면과 인천공항방면 두 지 에 총 4개의 자기장 

센서를 설치한 후, 자기장 변화량을 측정하 다. 계양역 승

강장에 설치한 센서의 경우 열차 진행방면에 설치한 센서의 

y축 방향의 자기변화량은 37～105mG로 크게 변화하는데 반

해, 열차 진행방면의 반 에 설치한 센서의 자기변화량은 

5～13mG로 상 으로 변화량이 작음을 확인하 다. 외부 

선로의 설치한 센서의 경우에도 열차 진행방면에 설치한 센

서의 y축 방향의 자기변화량은 25～40mG로 크게 변화하는

데 반해, 열차 진행방면의 반 에 설치한 센서의 자기변화량

은 3～5mG로 상 으로 변화량이 작음을 확인하 다. 

한 센서의 설치 치가 멀어질수록 자기변화량을 감지하는 

크기가 작아짐을 확인하 다. 향후, 직류 자기장 변화를 활

용하여 열차의 치 정보를 이용하기 한 시스템으로 활용

하기 해서는 자기변화량에 한 열차검지 단기   센

서의 설치 치에 따른 감도특성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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