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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체를 이용한 전자페달의 고속 성능 검증

Verification of High Speed Performance for the Electronic Pedal using a Rotor

김 용 규 고 준 영* 윤 용 기** 김 주 엽** 이 종 현***

(Yong-Kyu KIM Jun-Young GO Yong-Ki YOON Ju-Yeop KIM Jong-Hyun LEE)

Abstract - In this paper, we have checked a method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electronic pedal, which is a core 

technology of HBD for detecting the axle temperature of high-speed train. As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onduct train 

speed test of 500 km/h, we utilize a high speed rotor for evaluating high speed performance of the electronic pedal instead. 

According to this method, we found that the measurement results by the velocity measuring instrument is similar with the 

ones from this research through the high speed rotor. In conclus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duct reliability evaluation for 

high speed performance for Beacon, Balise and RFID, which are utilized for transmitting vital information of train control 

systems through using the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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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부고속철도의 도입으로 고속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

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남고속선이 개통되면서 기존의 고속

철도 속도보다 더 빠른 대중교통수단의 요구와 함께 속도에 부합

하는 장애 및 철도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안전설비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1]. 이는 열차 운행구

간에서의 예상치 못한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기계적 또는 

물리적 결함과 이상 기후 및 자연 재해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

전에 검지하여 열차 안전 운행과 시설물 보호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의 개념이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다양

한 센서 기술과 열차 검지 기술의 신뢰성과 가용성이 속도 개념

과 연계하여 논의되었다[2]. 특히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의 차

축 과열로 인한 탈선사고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축

온도 검지장치의 경우에는 기존의 설비가 대부분 300 km/h 전후

에서 동작하도록 개발되었고[3-4], 운영 환경에 따라 수시로 오

동작이 발생함으로서 열차 운행 지연 및 대형 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 등으로 관련 설비에 대한 조사, 분석이 실시되었다[5]. 그 

결과, 국외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차축온도 검지장치의 문제점 보

완 및 고속화 열차 운행에 부합하는 국산화 요구사항에 부합하도

록 350 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온도 검지장치

를 개발하였고[6-7], 관련 속도 검증에는 회전체를 이용하여 시

뮬레이션하였다[8]. 차축온도 검지장치는 열차가 관련 센서에 접

근하게 되면 열차를 검지하고, 검지된 열차의 차축 온도를 지상

에서 적외선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원리로 동작된다[9]. 이러한 

지상 선로변 설비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따라 임의의 특정 

구간에 설치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궤도회로와 같은 연

속적인 열차 검지방식보다는 정보전송 루프, 전자페달 또는 차축

계수기[10-11]와 같은 불연속 열차 검지 장치를 필요로 한다

[12-14]. 본 논문에서 적용한 열차 검지 장치는 차축온도 검지장

치에서 사용하는 전자페달이며, 이는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분류

된다. 기계식은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 열차의 차륜에 의해 기계

적으로 선로에 설치된 페달을 누름으로서 열차를 검지하는 반면, 

전자식 페달은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의 자기장을 이용하여 열차

를 검지하는 방법[15-16]으로 현재는 대부분 전자식 페달을 사

용한다[6]. 

본 논문은 전자식 페달의 고속 성능을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

전체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관련 설비는 현재 경부고

속선에서 사용중인 차축온도 검지장치의 전자 페달의 성능을 기

준으로 측정열차 속도를 최대 500 km/h까지, 차축간 최소거리

는 1.5 m 이상, 발진 주파수는 70 ± 5 KHz 구형파 발진, 레일과 

차륜검지센서간의 거리 45 mm, 그리고 차륜검지센서의 반응거

리 30 35 mm를 만족하도록 개발 사양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전자 페달의 설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시스템 구성, 기능, 

외부 인터페이스 및 각 모듈의 특성과 구조를 조사하였다

[17-19]. 또한 회전체를 이용한 고속성능시험 방법은 전자페달 

뿐만 아니라, 차축계수기의 성능 검증, 열차제어시스템의 Vital 

정보 전송에 사용하는 자동열차정지(ATS : Automatic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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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의 지상자(Beacon) 응동 특성, 그리고 유럽열차제어시스템

(ETCS :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에서 사용하는 발리스 

및 RFID에 대한 고속 성능의 신뢰성 검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

로 예측된다. 

2. 전자 페달

2.1 적용 사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자 페달을 사용한 것은 고속 열차의 운

행 중에 각각의 차축에 부착된 차축 베어링 박스의 과열로 발생

하는 차축 파손 및 폐쇄에 따라 유발되는 발열을 검측함으로서 

차축 이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3-4]인 

경부고속선의 차축온도 검지장치(HBD : Hot Box Detector)이며, 

각각의 열차 별, 차축 별로 차축의 열 변화를 검지할 수 있다. 

HBD는 그림 1과 같은 설비로 구성되며, 지상 선로변에 설치되는 

핵심 설비는 온도검지센서와 차축검지센서인 전자페달로 구성된

다. 그림 1에서 차축온도 검지장치의 설치는 약 30 km 간격으로 

신호기계실(IEC : Interlocking Equipment Center)로부터 2km 

이내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소, 터널, 교량 구간 및 상시 제동 

구간을 제외한 상 하행선에 차축온도 검지장치가 설치되며, 선로 

양측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에 의해 통과 열차의 모든 차축 온도

를 측정하며, 측정 정보를 중앙감시장치(HBS : Hot Box 

System)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HBS는 HBD로부터 전송된 차

축 온도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 및 경보신호 전송을 위해 설정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관제센터(CTC : Centralized Traffic 

Center) 및 유지보수 센터로 정보를 전송한다. 관련 정보의 송수

신은 고속선 열차제어시스템(ATC : Automatic Train Control)을 

이용하며, 차축온도 검지장치로부터 위험 경보를 수신하면, 현장

에 설치된 불연속 정보전송용 Loop cable을 통해 기관사에게 경

보를 전송한다[20]. 여기서 전자 페달은 열차를 검지하여 열차의 

차축에서 방사된 적외선을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제시하기 

위해 열차의 차축함이 센서 조준 범위에 진입할 때 열차 차륜에 

의해 열차를 검지하는 원리를 이용한다[6].

그림 1 경보 정보 전송도

Fig. 1 Block diagram of alarm information transmission

2.2 전자페달의 특성

국내의 전자페달 개발은 경부고속선에 사용된 300km/h 전자

페달을 기반으로 센서코어의 자장 변화를 500 km/h 열차운행 속

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으로 관련 센서에 대한 연구와 

현장 설치시에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성능 특성

에 대한 연구가 중요 핵심요소로 주어진다[21]. 표 1은 이를 반

영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페달의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1

차 시제품은 기본적인 기능과 사양 위주의 센서 코어에 대한 자

속과 자기장의 세기 검출 결과를 나타내며, 2차 시제품은 이러한 

1차 시제품을 기반으로 자속과 자기장의 세기를 개량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2는 개발된 전자 페달의 구성품을 나타낸다. 

표 1 전자페달 시제품 비교[21]

Table 1 Comparison of electronic pedal prototype[21]

Item First prototype Second prototype

Magnetic 

flux(MF)

Max : 1.854 × 10-4[T]

Min : 6.766 × 10-10[T]

Max : 7.12 × 10-4[T] 

Min :  5.74 × 10-6[T]

Strength of MF
Max : 56.74[A/m], 

Min : 5.38×10-4[A/m]

Max : 286[A/m], 

Min : 2.3[A/m]

MF in case of 

axle detection 

Max : 1.67 × 10-4[T] 

Min : 4.62 × 10-11[T]

Max : 6.28 × 10-4[T]

Min : 5.06 × 10-6[T]

Strength of MF 

in case of axle 

detection

Max : 37.7[A/m] 

Min : 3.68 × 10-5[A/m]

Max : 324[A/m],

Min : 2.61[A/m]

  

 a) Sensor

          b) Board                 c) Housing

그림 2 전자페달의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the electronic pedal

2.3 전자페달의 정적 성능

센서 코어의 성능 개량을 시도한 2차 시제품에 대한 정적 성

능 시험은 선로변 설치시에 적용될 목함 케이스의 특성에 따른 

자속과 자기장의 세기를 보존하는 방안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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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변 현장에 전자페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함 케이스

를 적용해야 하는데, 목함 케이스의 선택은 그림 3과 같이 목함 

케이스가 없는 경우의 센서 코어의 동작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

도록 보장되어야 하지만, 1차 시제품에 적용된 목함 케이스의 경

우에는 그림 4와 같이 전자페달의 열차 검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시험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림에서 Case 1은 전자페달 

위로 열차가 통과하지 않음으로서 열차의 차축이 검지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Case 2는 전자 페달 위에 열차가 위치함으로서 

열차의 차축이 검지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a) Case 1

b) Case 2

그림 3 목함 케이스가 없는 경우의 전자페달 출력파형

Fig. 3 Output waveform of electronic pedal without housing

 a) Case 1 

b) Case 2

그림 4 목함 케이스가 있는 경우의 전자페달 출력파형

Fig. 4 Output waveform of electronic pedal with housing

1차 시제품에 대한 외함 분석 결과, 목함 케이스의 두께 

9mm, 목함과 PCB와의 이격거리로 인해 레일 두부 측면에서부터 

PCB 까지의 거리가 기본 15mm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검지 능

력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취부 목함의 재

질이 철재보다 견고하지 않음으로서 레일에 고정할 때, 탄성으로 

인한 수평이 부적절하였으며, 목함의 센서 받침대가 취부대에 고

정되어 수직 및 수평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2차 

시제품에서는 독립된 센서 코어 두 개를 알루미늄 베이스 판에 

볼트와 너트를 통해 절연하여 고정하였다. 전자페달 검지보드는 

안정된 구동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1차 시제품의 DC 8.5V를 2차 

시제품에서는 DC 12V의 구동전압으로 변경하여 제어회로에 안정

된 구동 전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정전압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출력전원이 안정적으로 DC 5V를 공급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를 

통한 2차 시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a) Case 1               b) Case 2

그림 5 목함 케이스가 있는 2차 시제품 출력 파형 시험

Fig. 5 Output waveform of electronic pedal with reformed 

housing

3. 동적 시험용 회전체 구성

3.1 회전체 구성

전자페달의 속도에 대한 성능 검증이나 검측 결과에 대한 신

뢰성 데이터 확보는 실제 차량의 운행 속도에 대해 열차 검지 

및 속도 검측을 필요로 하지만, 운행선상에서의 500 km/h 이상

의 열차 속도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이러한 속도 

시험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고성능 모터를 이용한 회전체[22]를 

이용하여 전자 페달의 속도 성능을 시험하였다[8]. 적용된 회전

체는 분당 회전수(RPM) 변화에 따른 목표설정속도시험이 가능하

도록 설계됨으로서 고속회전체 아래에 전자페달을 고정한 후, 열

차 차축을 의미하는 철편을 부착하여 원하는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목표 속도 설정을 위한 RPM을 조정한다[8]. 

한 예로 열차의 운행 속도가 500 km/h일 경우 차륜 한 개가 

센서를 통과하는 플랜지의 통과 주기가 200 로 계산됨으로서 

열차가 통과하는 동안 디지털신호처리장치는 이때의 출력 신호를 

검지하여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여

기서 회전 원판의 크기는 두 개의 금속 철편을 설치하고 차축간

의 거리가 3 m인 점을 고려함으로서 원주의 거리는 6m가 된다. 

따라서 원주의 길이는 “D = Dπ”로 계산됨으로서 원판의 지름은 

대략 1.910 m로 산정된다. 전자페달의 성능이 500 km/h의 속도

로 이동하는 차륜을 검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전 원

판의 속도는 최소 27 RPM 최대 1389 RPM 까지 제어가 필수

적인 항목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페달 시험장치의 사양은 

표 2와 같으며, 관련 구성도는 그림 6과 같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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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자페달 시험장치의 사양[8]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electronic pedal test device[8]

Item Main specification

Size(W*H*L) 800mm * 2300mm * 1000mm

Diameter of rotor 1910mm

Number of pole 2 poles

Rotation 27 1389 rpm

Power of motor AC380V 3 60Hz

Power of sub driver AC220V 1 60Hz 

Test speed 500 km/h

Axle diameter 0.95 m

Axle circumference 2.984 m

Axle time interval 0.01 sec

    

 a) Rotor structure 

 

       b) Control board           c) Installation

d) Dynamic test

그림 6 전자페달 시험기 구성도

Fig. 6 Configuration of the electronic pedal test device

3.2 전자페달 동적 시험

동적 시험은 위의 그림 6d)와 같이 회전체의 하단에 전자 페

달을 설치한 후, 증속 시험을 실시한다[8]. 속도검증시험은 속도

시험기의 해당 rpm, 회전체 선속도(km/h)와 검지파형을 분석하

여 속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시험 조건은 

상온 25 , 습도 30%에서 검지파형 주파수를 75 ± 5 로 설

정하고, 센서 인터페이스 보드간의 거리 12m, 전원 및 신호 출

력 지점 인터페이스 보드간의 거리를 2m 설정하였다. 관련 센

서는 차륜 수직거리와 레일 수평거리로 구분하여 위치와 거리를 

산정하였다. 여기서 차륜 수직거리는 센서 중앙과 차륜간에 

27mm를, core와 차륜간은 35mm를 유지하며, 레일 수평거리는 

센서 중앙에서 레일 두면까지의 거리로 42mm를 두고 설치하였

다. 시험은 속도시험기 회전체에 장착된 금속 철편을 회전시켜 

각 선속도에 따른 검지파형의 주기를 확인함으로서 시험기의 속

도와 검지파형 주기를 이용한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속도에 따른 

검지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검지 파형의 주기에 

따른 속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속도 검지간격
검지물간거리

×


×



본 논문의 동적시험에 사용된 회전체는 검지간격 3m, 차륜 검

지폭 0.258m로, 검지 파형에 대한 검지폭(t)와 검지 간격(T)는 그

림 7과 같이 정의된다. 

그림 7 검지 파형의 주기에 따른 속도 계산

Fig. 7 Speed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period of detected 

waveform

시험은 회전체 속도를 102 km/h, 202 km/h, 302 km/h, 401 

km/h, 500 km/h로 각각 세분화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

른 검지폭과 검지 간격은 그림 8과 같이 측정되었다. 

회전체 속도에 따른 전자페달의 동적 성능 시험 파형 분석을 

통해 열차의 차륜 회전축이 이동하는 거리는 실제 열차 운행 상

황과는 적용 상황이 상이하며, 이로 인한 오차에 의해 센서로부

터 차륜까지의 거리가 더 멀게 측정되었다. 이는 검지 파형 폭 

내에서 비검지 파형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속도 시험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주어진다. 

표 3 속도시험 측정표 

Table 3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speed test

Speed 

meter

( /h)

Detected width t(ms)
Detected 

interval 

T(ms)

Detected 

speed 

V( /h)

Error

Loss 

wave

form 

number

measured 

value

calculated 

value

102 6.52 9.11 106.0 101.89 0.11 683

202 3.76 4.60 53.0 203.77 -1.77 344

302 2.86 3.08 35.6 303.37 -1.37 230

401 1.70 2.32 26.9 401.49 -0.49 173

500 1.66 1.86 21.7 497.70 2.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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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etection width : 6.52m ii) detection interval : 106ms

a) Rotor speed : 102km/h

i) detection width : 3.76m ii) detection interval : 53ms

b) Rotor speed : 202km/h

i) detection width : 2.86m ii) detection interval : 35.6ms

c) Rotor speed : 302km/h

i) detection width : 1.7m ii) detection interval : 26.9ms

d) Rotor speed : 401km/h

i) detection width : 1.66m ii) detection interval : 21.7ms

e) Rotor speed : 500km/h

그림 8 전자페달의 동적 성능 시험

Fig. 8 Dynamic performance test of electronic p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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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폭 “t”의 측정치와 계산치는 고속보다는 저속에서 값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실 파형 개수도 속도에 반비례하여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아래의 측정표에

서 속도 측정기 속도와 검지간격에 의한 속도 계산결과를 비교하

면 -1.77 2.3 km/h의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측정기 

속도값과 검지속도 계산 결과가 근소하게 일치함을 의미하며, 

500 km/h의 속도에서 소실되는 파형의 개수가 약 139개 정도 

발생함에 따라 전자랙의 디지털 신호처리 보드에서 관련 파형을 

검지하기에 충분한 개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 3의 검

지폭은 실측치와 계산치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서 계산치가 측정

치보다 크게 주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소실파형 개수는 속

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회전체를 사용하여 전자페달의 고속 성능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속도 측정기에서 측정한 속도값과 본 

연구에 사용된 회전체를 이용하여 열차를 검지한 후, 관련된 속

도 측정값의 차이는 근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적용한 회전체를 이용함으로서 열차제어시스템의 Vital 정보

전송에 사용하는 Beacon, Balise 및 RFID에 대한 고속 성능의 

신뢰성 검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성능검증 결

과의 정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회전체 속도에 따른 전

자페달의 동적 성능 시험 파형 분석을 통해 열차의 차륜 회전축

이 이동하는 거리와 실제 열차 운행 상황에 따른 이동거리의 최

적화는 물론 측정에 사용된 파형의 소실이 저속에서 크게 발생함

에 따라 관련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함

으로서 회전체를 더욱 정확한 속도 검증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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