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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고속선 실차 성능평가

Performance Assessment of High-Speed Transponder System for 

Rail Transport on High-Spe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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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궤도, 전차선, 신호분야 등 여러 시설물들의 당초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들은 검측차를 이용한 정기적인 검측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1량 1편성의 Roger-

1000K 종합검측차를 도입하여 검측을 수행하고 있으나, 차량운행 속도가 160km/h에 불과하여 주간 운행이 곤란하고, KTX의

고속운행조건과 상이한 조건하에서 검측이 수행됨에 따라 KTX의 고속주행 거동과 검측결과를 동기화하여 궤도유지보수에 필

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1]. 또한, 검측차량에 설치된 차륜센서에서 계측된 1차원 거리정보를 활용하여 검측 데

이터의 위치정보를 보정함에 따라, 차륜 마모 및 가속/감속 시 발생하는 차륜의 공전/활주에 의한 위치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2]. 현행 야간검측에 따른 궤도유지보수 시간 부족 해결 및 고속화 구간의 유지보수 합리화를 위하여, 300km/h의 고속으

로 주행하면서 궤도, 전차선, 신호 등 시설물의 상태를 동시에 검측할 수 있는 고속종합검측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

으며[1], 기존의 차륜센서 기반 위치검지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여 400km/h에서 고속종합검측시스템에 ±1m 수준의 고정밀 위

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열차 위치검지시스템(train position detection system)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9]. 

Abstract It is necessary to receive telegrams transmitted by transponder tags installed along the track in order to

detect the exact position of a high-speed train. In a high-speed railway environment, telegrams can be corrupted by the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that comes from onboard electric train power equipment or wayside devices. In this study,

we verified the railway environment compatibility of a high-speed transponder system developed as a train position

detection system. We installed transponder tags on the Honam high-speed line and measured the number of error-free

telegrams received from the transponder tag while the HEMU-430X was running at 268km/h~334km/h. Based on the

measurement, we estimated the length of the contact zone formed between the transponder reader and tag. Field test

results allow us to estimate how many error-free telegrams can be received when HEMU-430X is at speeds up to

400km/h.

Keywords : High-speed transponder, Field test, HEMU-430X, Honam high-speed line

초 록 고속열차의 정확한 위치를 검지하기 위해서는 차상에 설치된 트랜스폰더 리더가 지상에 설치된 트랜스폰더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오류없이 정확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고속철도 환경에서 텔레그램 수신 성능은 선로 변에 설

치된 전기/신호 설비 및 열차에 설치된 전장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에 절대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시작품의 철도환경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호남고속선에 트랜스폰더 태그를 설치하고 HEMU-430X가 268km/h~334km/h로 운행할 때 트랜스

폰더 리더가 각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오류없이 몇 회 수신하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차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 사이에 형성된 컨택 존의 길이를 추정하고, 400km/h의 고속주행환경에서 태그

로부터 오류없이 수신가능한 텔레그램 개수를 예측하였다.

주요어 :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성능평가, 해무-430X, 호남고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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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은 절대위치(absolute position)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transponder),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상대위치(relative position)를 제공하는 차륜센서,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등의 센서 정보를 융합

하여 구현된다[3,4]. 터널 및 도심지 등 위성신호 수신이 제한적인 GPS 음영지역에서 차륜센서 및 IMU의 오차누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폰더를 활용하여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에 절대위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트랜스폰더 시스템은

차량 하부에 설치된 리더가 선로에 설치된 태그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태그로부터 텔레그램(telegram)을 수신하여 텔레

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절대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고속열차의 정확한 위치를 검지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설치

된 트랜스폰더 태그로부터 수신된 텔레그램을 차상에 설치된 트랜스폰더 리더가 오류없이 정확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텔레그램

수신 성능은 고속철도 선로 변에 설치된 가선, 궤도회로 등의 전기/신호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의 영향을 받으며, 특

히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경우 견인전동기(T/M: traction motor), 주변압기(MTF: main transformer), 주전력변환장치(MPS:

main propulsion system), 보조전원장치(APS: auxiliary power system) 등 열차 하부에 설치된 전장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8]. 따라서 트랜스폰더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는 시작품 단계에서 고속열차를 활용한 고속 주행환

경에서의 실차 성능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열차인 HEMU-430X를 활용하여 호남고속선에서 수행한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성능평가 결과를 소개한

다. 2장에서는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에 절대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시작품의 구성품

및 동작 원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트랜스폰더 리더를 HEMU-430X에 설치하기 위한 과정을 3장에서 다룬다. 4장에서는

성능평가 인프라를 호남고속선에 구축하기 위한 태그 설치간격 산출 및 태그 설치 과정을 설명하고, 최대 334km/h의 고속 주

행환경에서 수행한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성능평가 결과를 5장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실차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

출된 향후 연구 방향을 6장에서 소개한다.

2.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2.1 구성 및 동작 원리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에 절대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시작품은 Fig. 1과 같이 트랜스

폰더 리더(reader), 태그(tag), 프로그래머(programmer)로 구성된다. 태그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는 텔레그램은 태그가 설치된

장소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리더에서의 시간동기(synchronization) 및 오류 검출(error detection)을 위하여[10]에 정의

된 순환코드(cyclic code) 기반의 부호화(encod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적용된 부호화 기법은 알파벳 조건(alphabet condition),

비동기 구문분석 조건(off-synch-parsing condition), 긴 형식 비주기 조건(aperiodicity condition for long format), 언더샘플링 조

건(under-sampling condition)을 만족하도록 스크램블링(scrambling), 10-to-11비트 변환(10-to-11-bit transformation) 및 체크 비

트 계산(check bit computation)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텔레그램을 생성함으로써, 텔레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트랜스폰더

리더에서 복호화(decoding)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검출할 수 있다[10]. 부호화된 텔레그램은 이동식 장비인 트랜스폰더 프로그

래머에 의해 태그의 내부 메모리에 다운로드(download)된다. 트랜스폰더 태그는 Fig. 2와 같이 레일(rail) 중심에 설치되며, 열

Fig. 1. High-speed transponder system for rai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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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하부에 설치된 리더로부터 자계 결합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tele-powering)받아 구동 전압이 유지되는 동안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송신한다. 트랜스폰더 리더는 태그가 송신한 텔레그램을 수신하여 시간동기 및

오류검출 과정을 포함한 복호화 과정을 거쳐 절대위치를 획득하고, 이를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으로 전달한다. 

2.2 실차 성능평가 항목

고속 주행환경에서 열차의 하부에 설치된 리더가 선로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몇 회 반복 수신할 수 있는지에 따

라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의 성능이 결정된다. 리더가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영역은 열차 속도, 안

테나 설치 높이, 리더 및 태그 안테나의 자기장 필드분포(magnetic field distribution), 전력 전송 효율, 태그 구동 전압, 태그의

기동시간(start up time)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선로와 평행한 방향, 선로와 수직인 방향 및 선로 면과 수직인 방향

을 각각 X축, Y축, Z축으로 정의하였을 때, 리더 및 태그 안테나의 자기장 필드분포의 전기적 중심(electrical centre)을 기준으

로 모든 X축 방향 변위(longitudinal displacements), Y축 방향 변위(lateral displacements), Z축 방향 안테나 설치 높이

(mounting heights of the antenna)에 대해, 리더가 태그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좌표 (x, y, z)

의 집합을 컨택 볼륨(contact volume)이라 정의한다. 안테나 설치 높이가 z = z로 고정되었을 때, 모든 X축 방향 변위 및 Y축

방향 변위에 대해, 리더가 태그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좌표 (x, y, z)의 집합을 컨택 존

(contact zone)이라 정의한다. 예를 들어, Fig. 2에서와 같이 선로에 설치된 태그 안테나의 자기장 필드분포의 전기적 중심을 원

점(origin)으로 가정하고, Y축 방향 변위가 y = 0일 때, 주어진 안테나 설치 높이 z = z에 대해 리더가 태그로부터 일정 수준 이

상의 품질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X축 방향 변위의 최대값(maximum of longitudinal displacements on the X-axis)과 최소

값(minimum of longitudinal displacements on the X-axis)의 차이를 컨택 존의 길이(length of contact zone)라고 정의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의 실차 성능평가를 위하여 텔레그램 수신 횟수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 및

고속 주행환경에서 컨택 존의 길이를 측정한다.

Fig. 2. Length of contact zone formed between transponder reader and tag.

3. 트랜스폰더 리더 HEMU-430X 설치

3.1 트랜스폰더 리더 설치

열차 위치검지시스템 및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의 실차 성능평가를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HEMU-430X를 시험열차로 선정하였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HEMU-430X는 6량 1편성으로, 제어객차인 TC(trailer car

controlled), 동력객차인 M1~M4(motor car), 제어동력차인 MC(motor car controlled)로 구성되어 있다.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을

구성하는 위치검지 센서의 설치 위치 차이가 클 경우 레버 암 효과(lever arm effect)로 인해 항법 해의 오차가 커지므로, GPS

안테나와 계측용 차륜센서가 기설치된 M2에 IMU, 트랜스폰더 리더 및 위치검지정보 융합처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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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더 리더 안테나는 차량 M2 하부의 전장품 배치와 타 장치로부터의 전자기 간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철제 함체 및 페라이

트 시트를 리더 안테나 상단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장착하였다[8].

3.2 정지 상태 컨택 존 측정 결과

HEMU-430X M2 하부에 리더 안테나를 설치한 후 Fig. 3과 같이 컨택 존을 측정하였다. HEMU-430X가 정지된 상태에서 Y

축 방향 변위가 0이고 안테나 설치 높이가 약 0.32m일 때, 리더가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X축 방향 변위의 최

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0.425m, -0.425m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정지 상태에서 컨택 존의 길이가 약 0.85m임을 의미한다.

Fig. 3. Length of contact zone formed between transponder reader antenna mounted beneath the HEMU-430X and tag.

4. 트랜스폰더 태그 호남고속선 설치

4.1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구간 선정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의 실차 시험을 위한 성능평가 인프라를 호남고속선에 구축하였다. 성능평가 인프라는 한

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400km/h 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기술 개발” 과제를 통하여 호남고속선 상행선 100~128k, 하

행선 54~82k 구간에 구축된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테스트베드 구간 중, GPS 위성신호 수신 품질이 위치검지시스템의 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3개소의 터널이 포함된 상행선 100~128k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4.2 트랜스폰더 태그 설치 고려사항

트랜스폰더 태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열차 속도에 따른 열차 위치검지 정밀도 요구조건(±1@400km/h)을 만족할 수 있도록 트랜스폰더 태그 설치 간격이 결정

되어야 한다.

2) 트랜스폰더 태그는 콘크리트 도상의 레일 중심에 설치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도상의 철근 배근을 고려하여 취부되어야 한

다.

3)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 사이에 형성되는 컨택 존을 고려하여 안테나 설치 높이가 결정되어야 한다.

4) 트랜스폰더 태그 상면은 브라켓을 포함하여 레일 상면보다 낮아야 한다.

5)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 사이에 자계결합 방식의 무선전력 전송 및 텔레그램 송수신을 위하여 트랜스폰더 브라켓은 비금

속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6) 태그 및 브라켓 재질은 온도, 진동, 충격 등 환경시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3 트랜스폰더 태그 설치 간격 산출

열차 위치검지시스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트랜스폰더 태그 설치 간격 및 궤도구조 분석을 통한 설치 방식의 검

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은 연합형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활용하여 트랜스폰더 태그로

부터 획득한 절대위치를 바탕으로 차륜센서 및 IMU에 의해 누적된 오차를 보정하므로[9], 열차 위치검지 정밀도는 차륜센서의

공전 및 활주 특성, IMU의 각속도계 및 가속도계 오차 특성, 트랜스폰더 태그를 통한 절대위치 획득 정확도, 트랜스폰더 태그

설치 간격에 따라 결정된다. 트랜스폰더 태그 설치 간격에 따른 열차 위치검지 정밀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치검지센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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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및 오차 특성이 Table 1과 같을 때 Fig. 4와 같은 가상의 철도 노선에서 트랜스폰더 부 필터(local filter)의 오차를 시뮬레

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400km/h 속도에서 트랜스폰더 부 필터의 오차를 RMS(root mean square) 기준으로

1m 이하로 만족시키기 위한 태그 설치 간격은 Fig. 5와 같이 300m로 분석되었다.

4.4 호남고속선 궤도 구조 분석 및 브라켓 설계

호남고속선 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테스트베드 구간은 Fig. 6과 같이 격자지보(lattice girder)로 연결된 bi-block 콘크리

트 침목(Rheda 2000 ballastless track system)에 철근을 배근하여 콘크리트를 현장타설하는 공법으로 시공되었다[5]. 트랜스폰

더 태그를 설치할 콘크리트층 도상 50mm 깊이에 170mm 간격으로 상부 종철근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트랜스폰

더 태그 및 브라켓의 설계가 필요하다.

트랜스폰더 태그 및 브라켓의 재질은 온도, 진동, 충격 등 철도 내환경성 요구조건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정하였다

[6]. 트랜스폰더 태그와 브라켓 사이에는 Fig. 7과 같이 방진 및 완충을 위한 두께 10mm의 방진고무(vibration-proof rubber)를

배치하고, 호남고속선 콘크리트 도상에 직접 설치되는 BU(block universal), SVAC(air core inductor), DB(dipole blocker) 등 무

절연 궤도회로 구성품의 취부 방식을 참고하여 콘크리트 도상 위 bi-block 침목과 침목 사이의 레일 중심에 브라켓을 셋트앙카

(set anchor)로 고정하도록 설계하였다[5].

브라켓의 높이는 호남고속선 레일 상면 높이 및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 사이의 컨택 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트랜스폰더

Table 1. Sensor specifications for simulation [9].

Items Update rate White noise (σ) Random bias

Accelerometer 100Hz 50µg 1000µg

Gyroscope 100Hz 0.1deg/h 1deg/h

Transponder Random 1m -

Fig. 4. Train trajectory for simulation [9].

Fig. 5. Local filter error with respect to tag installation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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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와 방진고무의 높이가 각각 45mm와 10mm이고, 호남고속선 레일 상면의 높이는 콘크리트 도상을 기준으로 232mm이므로,

브라켓의 최대 높이는 177mm이다. 브라켓의 높이는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 사이에 무선전력전송 및 텔레그램 송수신을 위한

컨택 존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HEMU-430X M2 하부에 설치된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와 호남고속선 콘

크리트 도상에 설치할 트랜스폰더 태그의 단면도를 Fig. 8에 도시하였다. HEMU-430X M2 하부의 안테나 설치면과 트랜스폰

더 브라켓 설치면(콘크리트 도상) 사이의 간격은 485.8mm로 분석되었다. 트랜스폰더 리더의 전력전송용 안테나는 M2 하부의

안테나 설치면으로부터 약 53.3mm 아래에 위치하고, 태그의 전력수신용 안테나는 태그 바닥면으로부터 14.5mm 높이에 위치

Fig. 6. Bi-block concrete sleepers laid on Honam high-speed line [5].

Fig. 7. Transponder tag bracket for installation.

Fig. 8. Cross-sectional view of transponder reader antenna mounted beneath HEMU-430X and tag installed on Honam high-spe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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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에 절대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는 전력전송 안테나와 전력수신 안테나

사이의 간격이 300~500mm일 때 안정적인 컨택 존이 형성되도록 설계되었다. 리더의 전력전송 안테나와 태그의 전력수신 안테

나 사이의 간격을 최소 300mm 이상 이격시키기 위한 브라켓의 최대 높이는 108mm이다. 자계 결합 방식 특성상 전력전송 안

테나와 전력수신 안테나 사이 간격이 짧을수록 전력전송 효율이 높아지는 점과 브라켓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브라켓의

높이를 Fig. 7과 같이 80mm로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트랜스폰더 태그의 전력수신 안테나는 Fig. 8과 같이 콘크리트 도상을 기

준으로 104.5mm 높이에 위치하며, 트랜스폰더 리더의 전력전송 안테나와 태그의 전력수신 안테나 사이의 간격은 328mm이다. 

5.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성능평가

5.1 실차 성능평가 환경

호남고속선 상행선에 구축된 성능평가 인프라 구간 중 Fig. 9와 같이 정읍~익산 사이 상행선 119k900, 120k200, 120k500,

120k800 지점에 300m 간격으로 설치된 트랜스폰더 태그 4개를 활용하여 트랜스폰더시스템 실차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

평가는 Fig. 10과 같이 HEMU-430X M2 실내에 트랜스폰더 리더와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를 설치한 상태에서 HEMU-

430X가 해당 구간을 2회 왕복 운행하는 동안 트랜스폰더 리더가 각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오류없이 몇 회 수신하는지 측정하

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열차 속도와 컨택 존의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이 HEMU-430X의 속

도를 268~334km/h로 변경하며 실차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Fig. 9. Field test location. Fig. 10. Configuration of field test equipment.

Fig. 11. Speed of HEMU-430X for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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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차 성능평가에 사용된 트랜스폰더 리더 및 태그 사양은 Table 2와 같다. 트랜스폰더 태그는 HEMU-430X 하부에 설치된

리더 안테나로부터 무선으로 전력을 수신하여 구동 전압이 유지되는 동안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있는 341bit 길이의 텔레그램

을 564kbps로 반복적으로 송신하도록 설계하였으며, 1개의 텔레그램을 전송하는데 약 0.6msec이 소요된다. 텔레그램 수신 횟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트랜스폰더 리더가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수신하여 시간동기 및 오류검출 과정을 거쳐 복호화에 성공

할 때마다 150µsec 길이의 펄스를 출력하도록 설계하였다. 텔레그램 수신 횟수를 바탕으로 고속 주행환경에서 컨택 존의 길이

를 측정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수신용 안테나 출력과 트랜스폰더 리더 펄스 출력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였다.

5.2 실차 성능평가 결과 분석

실차 성능평가 결과, HEMU-430X가 268km/h의 속도로 태그를 통과할 때 Fig. 12와 같이 텔레그램을 0.6msec 간격으로 10

회 오류없이 수신하였으며, 334km/h의 속도에서는 Fig. 13과 같이 텔레그램을 0.6msec 간격으로 8회 오류없이 수신하였다.

실차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트랜스폰더 태그로부터 오류없이 수신된 텔레그램의 수를 HEMU-430X 속도에 따라 Fig. 14

에 도시하였다. HEMU-430X 속도가 약 268km/h일 때 텔레그램이 0.6msec 간격으로 최대 10회 수신되고, 속도가 약 334km/h

일 때 텔레그램이 0.6msec 간격으로 최대 8회 수신되었다. HEMU-430X가 n번째 운행시 i번째 태그를 통과한 속도를 Vi(n), 트

랜스폰더 리더가 i번째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오류없이 수신한 횟수를 Ni(n)라고 정의하면, 트랜스폰더 리더가 일정 수준 이상

의 품질로 텔레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컨택 존의 길이 Li(n)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여기서, R=564,480bps와 B=341bits는 각각 데이터 전송률과 텔레그램에 포함된 비트 수를 의미한다. 실차 성능평가 결과, 컨

택 존의 길이 Li(n)은 Fig. 15와 같이 0.376~0.458m로 추정되었으며, 컨택 존 통과 중 발생한 텔레그램 수신 오류를 무시할

경우 컨택 존의 길이는 약 0.430~0.458m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HEMU-430X가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컨택 존의 길이인

0.85m에 비해 50~53.8%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이며, MPS, APS, HVAC 변압기 등 리더 안테나 주변 전장품으로 인한 노이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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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s of high-speed transponder system for rail transport

Items Specifications

Frequency
Tele-powering 27.095MHz

Data transmission 3.951 MHz, 4.516MHz 

Telegram
Bit rate 564,480bps

Length of telegram 341bits

Reader antenna size
Tele-powering (Tx) 734×496mm

Data transmission (Rx) 633×395mm

Tag antenna size
Tele-powering (Rx) 134×260mm

Data transmission (Tx) 80×180mm

Fig. 12. Field test result of transponder system (268km/h). Fig. 13. Field test result of transponder system (334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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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발생 및 고속 주행환경에서 태그의 기동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컨택 존의 길이 Li(n)이 HEMU-430X의 속도 Vi(n)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HEMU-430X의 속도가 Vi(n)일 때 트

랜스폰더 리더가 i번째 태그로부터 수신할 수 있는 최대 텔레그램의 수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HEMU-430X의 속도 Vi(n)가 400km/h일 경우 트랜스폰더

리더가 약 0.430~0.458m 길이의 컨택 존을 통과하는 약 3.87msec~4.122msec 동안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최대 6회 오류없

이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랜스폰더 리더가 컨택 존을 통과하는 동안 X축 방향 변위 및 Y축 방향 변위에 상관

없이 텔레그램 수신 오류율이 q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개의 텔레그램 중 적어도 1개의 텔레그램을 오류없이 수신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수신 오류율 q를 낮추거나 트랜스폰더 리더가 태그로부터 수신할 수 있는 최대

텔레그램의 수 를 높여야 한다. 텔레그램의 수신 오류율 q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 태그와 리더 사이의 신호대 잡음비

(SNR: Signal to Noise Ratio)에 따라 결정되므로, q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력 전송 효율 개선, 태그 구동 전압 개선, 리더 안테

나 주변 전장품으로 인한 노이즈 차폐 등이 필요하다. 한편, 트랜스폰더 리더가 태그로부터 수신할 수 있는 최대 텔레그램의 수

는 컨택 존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 및 태그 안테나의 자기장 필드분포 개선, 태그의

기동시간 개선 등이 필요하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차 위치검지시스템에 절대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철도교통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 시작품의 철도

환경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호남고속선에서 HEMU-430X를 활용하여 최대 334km/h에서 실차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트

랜스폰더 리더는 레버 암 효과로 인한 항법 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열차인 HEMU-430X의 M2에 설치하였으며, 성

능평가 인프라는 호남고속선 상행선 100~128k 구간에 구축하였다. 호남고속선 상행선 119k900~120k800 구간에 300m 간격으

로 설치된 트랜스폰더 태그 4개를 활용하여 HEMU-430X가 2회 왕복 운행하는 동안 트랜스폰더 리더가 각 태그로부터 텔레그

램을 오류없이 몇 회 수신하는지 측정한 결과, HEMU-430X의 속도가 약 268km/h일 때 텔레그램이 최대 10회 수신되고, 속도

가 약 334km/h일 때 텔레그램이 최대 8회 수신됨을 확인하였다. 텔레그램 수신 오류를 무시할 경우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 사

이에 형성되는 컨택 존의 길이는 약 0.430~0.458m로 추정되었으며, HEMU-430X의 속도를 400km/h로 높일 경우 트랜스폰더

N̂i n( )

N̂i n( )
L
i

n( )

V
i

n( )
------------

R

B
---×=

X

N̂i n( )

P N̂i n( )( )

P N̂i n( )( ) 1 q
Nˆ i n( )

–=

P N̂i n( )( )

N̂i n( )

N̂i n( ) N̂i n( )

Fig. 14. Number of error-free reception of telegrams. Fig. 15. Length of contac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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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태그로부터 텔레그램을 최대 6회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 주행환경에서 철도교통

용 고속 트랜스폰더시스템의 텔레그램 수신 성공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력 전송 효율 개선, 태그 구동 전압 개선, 리더 안테

나 주변 전장품으로 인한 노이즈 차폐, 리더 및 태그 안테나의 자기장 필드분포 개선, 태그의 기동시간 개선 등의 추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인 고정밀 철도교통 위치검지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5RTRP-B067297-03).

References

[1] I. Choi (2014)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 of high-speed railroad inspection system, Railway Journal 17(1), pp.31-35.

[2]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12) Research planning for technology development of railway location system,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J. Lee, S. Park, H. Kim (2013) Study on high-speed and high-precision train position detection, Proceedings of the 2013 Autumn Con-

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Daegu, Korea, pp.1361-1365.

[4] K. Kim, S. Seol, S. Kong (2015) High-speed train navigation system based on multi-sensor data fusion and map matching algorithm,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13(3) pp.1-10.

[5] S. Park, S. Kim, J. Lee, I. Yu, et al. (2014) Testbed implementa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in positioning system, Proceed-

ings of the 2014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Jeju, Korea, pp.973-977.

[6] H. Kim, S. Park, Y. Yang, S. Lee, et al. (2015) Study on environmental resistance of railway transponder tag for wayside installation,

The Transaction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64(6), pp.948-953.

[7] S. Park, J. Lee, S. Kim, H. Kim, et al. (2015) Test result of railway transponder system with HEMU-430X,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015 Spring Conference, Jeju, Korea, pp.1188-1188.

[8] S. Park, S. Kim, J. Lee (2016) Field test of high-speed transponder system for rail transport, The Transaction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65(1), pp.208-213.

[9] K. Kim, S. Seol, S. Kong (2015) High-speed train navigation system based on multi-sensor data fusion and map matching algorithm,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13(3), pp.503-512.

[10] European Railway Agency (2012) FFFIS for Eurobalise v3.0.0, SUBSET-036.

(Received 18 March 2016; Revised 10 April 2016; Accepted 24 May 2016)

Sungsoo Park:  sspark@krri.re.kr 

Signalling & Communication Research Team,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76, Cheoldobangmulgwan-ro, 

Uiwang-si, Gyeonggi-do, Korea 

Jae-Ho Lee: prolee@krri.re.kr

Signalling & Communication Research Team,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76, Cheoldobangmulgwan-ro, 

Uiwang-si, Gyeonggi-do, Korea 

Seong Jin Kim: sjkim@krri.re.kr

Signalling & Communication Research Team,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76, Cheoldobangmulgwan-ro, 

Uiwang-si, Gyeonggi-do,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