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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위치검지를 위한 트랜스폰더 시스템 운용 주파수 연구

A Study on Radion Frequency of the Transponder System for High-speed and 

High-precision Train Locat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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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development of the transponder system which provides an accurate train position, especially 

for supporting 400km/h high speed train. Here, we analyzed an operating frequency band of the transponder system which 

can be interoperable with the Eurobalise system already installed in Korea railroad as to be used for the automatic train 

protection (ATP). By investigating the power frequency band and its data frequency band of the transponder system, we 

presents the adoptable frequency band for the developed transponder system. Additionally, through the real testbed using 

HEMU-430X, we evaluate its performance requirement and shows interoperable operation with the Eurobali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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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차의 위치정보는 해당 철도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 

향상을 위한 핵심 정보 중의 하나로서 국외 철도선진국에서는 철

도교통 위치검지 기술을 개발하여 열차 및 선로의 유지보수, 안

전설비, 열차제어, 관제 · 감시분야 등 다양한 철도 관리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1]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국내 대부분의 일반 

및 도시철도, 고속철도에서는 지상설비인 궤도회로와 차상설비인 

차륜센서 기반의 열차위치검지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궤도회로를 이용하는 기술은 일정길이의 궤도회로 내

에서 열차의 존재 검지를 통해서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

로 위치검지의 정확성이 궤도회로 내로 제약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속철도에서는 1.5km, 일반철도는 1km~ 

800m, 도시철도는 200m를 갖는 궤도회로 길이로 위치검지의 정

확성이 낮다. 또한 차륜센서 기반의 위치검지기술은 이동하는 열

차 차륜의 회전량을 측정하여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열차의 가속과 감속시에 공전과 활주요소, 차륜의 마모요소 등에 

따라서 이동거리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치검지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따라서 최근 위치검지 시스템을 통한 위치정보 품질 개선을 

꾀하고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과도한 추가비용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이 400km/h 급 이상의 고속열차 운용 환

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 시스템 기반

의 열차 위치검지 시스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5] 그림 1과 

같이 일반적인 트랜스폰더 시스템은 차상중심의 열차 위치검지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선로에 설치되는 트랜스폰더 태그, 열차하부

에 설치되는 트랜스폰더 리더로 구성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

랜스폰더 태그에 위치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 태그-

프로그래머 시스템이 포함된다. 위치검지를 위한 트랜스폰더 시

스템의 동작방식은 열차 하부에 설치된 리더가 열차 이동 시에 

선로에 설치된 태그로 무선전력을 공급하고 해당 전력을 기반으

로 태그는 저장된 기준 위치정보를 텔레그램(Telegram)의 형태로 

전송한다. 따라서 리더는 해당 텔레그램을 수신함으로써 이동하

는 열차의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갖는다. 

그림 1 고속열차 검지를 위한 트랜스폰더 시스템 개요도

Fig. 1 Overview of Transponder System

한편, 트랜스폰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력전송과 텔레그램 

송수신을 위한 주파수는 기존 국내에서 안전한 철도운용을 위해 

도입된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시스템 ERTMS 운용

에 영향이 없도록 운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트랜스폰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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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 ERTMS 시스템간의 간섭과 방해가 없는 동작 주파수 선

택이 중요한 설계요소로서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운용중인 ATP시스템인 ERTMS와의 주파

수 간섭이 없고, 정확한 위치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발된 트랜

스폰더 태그 및 리더 시스템이 실차 테스트를 통해 기존 시스템

과 장애 없이 동작함을 보인다.

2. 국내 ATP 시스템 현황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ATP 시스템은 선행열차와 속행 열차 

사이의 거리유지, 열차 운행 진로 연동 및 속도제한 등의 제어를 

제공하는 유럽식 열차제어 시스템인 ERTMS(European Railway 

Traffic Management System)이다. [6] 해당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지상설비와 차내설비로 구분되고, 지상설비는 발리스(Balise)

와 선로변제어유니트(LEU: Lineside Electronic Unit)로 구성되

며, 차내설비는 발리스전송모듈(BTM: Balise Transmission 

Module)과 안테나장비, 차내컴퓨터, 운전자인터페이스(MMI: Man 

Machine Interface), 안테나, 기록 장치로 구성된다. 

그림 2 유럽열차제어시스템(ERTMS) 구성

Fig. 2 System Overview of the ERTMS

ERTMS 시스템의 동작은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의 분기기, 터

널 및 곡선 구간, 허용 속도 등의 디지털 정보를 선로에 설치된 

발리스(Balise)를 통해서 열차로 전송하면 열차에 설치되어 있는 

차상신호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신하여 열차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운전자인터페이스에 표시하고 알람을 준다. 이를 위

해서 ERTMS 시스템은 차량의 무선장치와 발리스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포맷이 표준화 되어 있다. 

그림 3과 같이 발리스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지 않는 

무전원기기이며, 차내장치로부터 응동에 필요한 전자기파를 공급

받아 해당 발리스가 활성화됨으로써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해

당 시스템의 운용 주파수는 표 1과 같이 열차에 설치된 발리스

전송모듈(BTM)은 발리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파로서 

27.095MHz의 주파수를 활용하고, 해당 전력을 공급받은 발리스

는 4.234MHz 주파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따라서 발

리스의 주요 통신전파규격은 신규 트랜스폰더 시스템 개발의 주

요 설계 고려사항으로서 현재 운용중인 ERTMS 시스템의 발리스 

전용 주파수 동작에 대해 주파수 간섭이 없이 상호동작이 가능한 

주파수를 선택하고 시스템에 적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그림 3 발리스 무전원 응동 기능

Fig. 3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 of the Balise System

표    1 ERTMS 시스템 발리스 주파수 규격

Table 1 Frequency Specification of the ERTMS

구   분 사    양

발리스전송모듈

(BTM) 

→ 발리스

주파수
- 27.095MHz HF Magnetic 

Field Continuous Wave

발리스 → 

차상안테나

중심주파수 - 4.234MHz ± 175kHz

변조방식 - FSK

주파수 편차 - ±282.24 kHz ±7%

전송률 - 564.48 kbit/s ±2.5%

텔레그램길이 - 1,023 or 341 bits

3. 트랜스폰더 시스템 운용 주파수 연구

열차 위치검지를 위한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트랜스폰더 태그와 트랜스폰더 리더이며, 태그는 리더로 부터 전

력을 공급받아 태그의 위치정보를 리더로 전송한다. 해당 트랜스

폰더 시스템에서 열차의 속도가 태그와 리더의 응동시간을 결정

하게 되며 태그와 리더와의 접촉시간에 따라 태그에서 리더로 보

낼 수 있는 데이터양이 결정된다. 또한 태그의 동작을 위한 무선

전력 전송 주파수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주파수는 현재 국내에서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도입된 ATP 시스템의 발리스(Balise)의 운

용 주파수와 간섭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 발

리스 시스템과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주

파수 선정 및 시스템의 운용은 필수 고려사항이다.

3.1 시스템 구성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4와 같으며, 트랜스폰더 리

더의 주요 모듈은 27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태그로 전

력을 전송하는 무선전력 송신부와 태그로부터 4MHz 주파수 대

역의 데이터 수신 및 복조를 지원하는 수신부로 구성된다. 그리

고 트랜스폰더 태그의 주요 모듈은 리더로부터 무선으로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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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발리스 시스템 데이터 주파수 조건

Table 3 Data Frequency Condition of the Balise System

구분 규격

중심주파수 (f_H + f_L)/2 = 4.234MHz ± 175KHz

주파수편차 (f_H - f_L)/2 = 282.24KHz ± 7%

그림 5 트랜스폰더 시스템 전력주파수 변경 실험

Fig. 5 Test for Altered Power Frequency Band

수신하는 전력 수신 모듈과 데이터 송신을 위한 송신 모듈로 구

성된다. [7]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 사이의 인터페이스 규격 및 

데이터, 전원 사양은 Eurobalise 규격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표 2 

와 같다. 여기에서 순방향은 리더로부터 태그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을 나타내며, 역방향은 리더가 태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

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림 4 트랜스폰더 시스템 구성도

Fig. 4 Block Diagram of the Transponder System

표    2 트랜스폰더 시스템 규격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Transponder System

구분 규격

순방향

• 27.095MHz ± 5 kHz CW(Continuous Wave)

• 송신출력 제어 (1dB step)

• 안테나 송신출력 30W(Max)

역방향

• 3.104640 MHz ± 282.240 kHz

• 주파수 편차 : 282.240 kHz ± 7%

• FSK 데이터 수신 (통신 Antenna)

• Baud Rate : 564,480 bps ± 2.5%(연속된 1500bit 기준)

• 10dB 신호 대역폭 : 1000KHz

• 수신레벨 : -60dBm 이상

텔레그램

(데이터)
• Long Telegram : 1,023 bits, Short Telegram : 341 bits

전원부
• 입력 : DC 100V 

• 출력 : DC 48V, 5V

FPGA • 사양 : 5AGXMB1G4F31I3N

MCU • 사양 : TMS570LC4357 Hercules

기구
• X, Y, Z 좌표 축 표시

• Tag 설치시 선로보다 낮은 고정형 브라켓

Antenna
• 27MHz, 3.1MHz, 9.031Mhz 각각의 독립적 안테나

• PCB 형태, Balise 1/5 size

3.2 트랜스폰더 시스템 주파수 연구 및 적용 실험

고속열차 위치검지를 위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은 기존 발리스 태그가 동작하고 있는 주파수와의 간섭을 

회피하고 트랜스폰더 태그가 발리스 리더인 BTM(Balise 

Transmission Module) 장비와 응동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본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주파수 선정의 고려요소로서 트랜스폰더 리

더와 태그사이의 전력주파수 또는 데이터주파수 변경을 고려하는 

두가지 트랙의 주파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쨰 트랙은 전력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한 트랙으

로서 리더와 태그의 전력주파수를 기존 27MHz 대역에서 

19-21MHz대역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주파수는 기존의 4MHz 대

역으로 변경 없이 적용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트랜스폰

더 시스템이 변경된 전력 주파수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태그는 

ERTMS 시스템의 발리스 리더인 BTM 장비와 응동하지 않게 된

다. 두 번째 트랙은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의 전력 주파수는 기

존의 27MHz 대역으로 그대로 두고, 데이터 주파수를 기존의 

4MHz 대역에서 3MHz로 변경하여 적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변

경을 통해서 해당 트랜스폰더 태그로부터 열차의 차상장치로 전

달되는 데이터의 주파수가 기존 발리스 시스템의 주파수와 간섭

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첫 번째 트랙의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전력 주파수 변경에 대

한 동작시험을 위해서 그림 5와 같이 변경 주파수를 전력용 루

프에 적용하여 데이터용 루프와 연결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4MHz 대역 신호가 들어오는 지 검증하였다. 해당 실험을 통해서 

19~21Mhz 대역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동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저전력으로 운용이 가능한 주파수인 20.34375MHz 대역으로 전

력용 주파수를 확정하였다. 두 번째 트랙인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데이터 주파수 변경은 발리스의 데이터 주파수 허용오차 표준을 

기반으로, 발리스 주파수와 겹치지 않는 주파수를 조사하였고 테

스트를 진행하였다. 기존 발리스 시스템의 데이터 주파수의 조건

은 표 3과 같으며 이를 고려한 신규 주파수 범위의 선정을 진행

하였다.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텔레그램 데이터 전송을 위한 중심

주파수를 그림 6과 같이 주파수 편차조건을 고려하여 3.078982 

MHz로 기준 주파수로 변경하였으며, 발리스 주파수 허용오차와 

동일하게 282.24KHz 로 두어서 그림 7과 같이 데이터 주파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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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트랜스폰더 데이터주파수 변경 3MHz 주파수 

Fig. 7 3MHz Frequency Band for the Transponder Data 

그림 8 트랜스폰더 시스템 데이터주파수 변경 실험

Fig. 8 Test for Altered Data Frequency Band

표    3 고속시험지그 테스트 환경

Table 3 Test Environments for the High Speed Jig

구분 규격

테스트

시료

리더

텔레파워링 27.095MHz, 25W / 데이터 수

신 3MHz 대역 (Low: 2.822MHz, High: 

3.387MHz)

태그
텔레파워링 27MHz / 데이터 송신 3MHz 

대역(Low: 2.822MHz, High: 3.387MHz)

테스트

항목

최대응동속도 400km/h

컨택 볼륨 X축 ±40cm, Y축 ±10cm, Z축 30~50cm

테스트 

방법

최대응동속도 고속시험지그 발사체 속도 측정

컨택 볼륨
리더 인터럽트 신호 측정 (텔레그램 디코

딩 성공시 인터럽트 출력)

경 실험을 통해 태그로부터 리더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됨

을 보였다.

위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전력주파수 

변경 및 데이터주파수 변경을 적용하여 실차실험을 위한 전단계

인 고속시험지그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두 가지 연구 트랙의 주

파수 변경을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ERTMS 시스템의 발

리스와 동일한 전력주파수를 갖으며 데이터 주파수만 변경된 방

식이 태그로부터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트랙을 최종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위한 

주파수로서 선택하여 실험실에서 실제동작을 검증하는 고속시험

지그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실험환경 및 방법은 표 4와 같으며 

실제 고속시험지그 발사체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림 8과 

같이 레이저센서를 활용하여 태그가 지나가는 속도를 측정하였

고, 리더로부터 태그로 전달되는 전력신호 및 태그로부터 전달되

는 텔레그램 데이터 수신에 대해서는 그림 9와 같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속시험지그 테스트를 통하여 트랜

스폰더 리더 및 태그의 최대응동속도는 438.7km/h, 컨택볼륨은 

27.874cm로서, 최대응동속도 400km/h, 컨택볼륨 40cm의 목표성

능을 만족함을 보였다. 

그림 9 고속지험지그 발사체 속도 측정

Fig. 9 Measurement for Velocity of the High Speed Jig

그림 10 고속 지그 시험 결과

Fig. 10 Test Result of the High Speed Jig

그림 11 컨택 볼륨 측정

Fig. 11 Measure for Contact Volume of the High Speed Jig

3.3 트랜스폰더 시스템 HEMU-430X 실차 실험

고속 열차 위치검지를 위한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열차에 적용

하여 검증하는 실차시험을 위하여 그림 11과 같이 HEMU-430X

를 시험열차로 활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해당 열차가 위치한 

광명기지 내에 태그 12개를 선로위에 설치하고, HEMU-430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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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리더 안테

나와 태그의 간격은 30cm로 설정하였고, 트랜스폰더 리더의 

27.095 MHz 태그의 전원공급(Telepowering) 신호는 20W의 출

력으로 열차 하부에 장착된 리더 안테나에 공급되도록 하였다. 

해당 기구적 사양으로는 리더 코일 크기는 630mm × 395mm, 태

그의 m는 180mm × 80mm의 트랜스폰더를 실차에 장착하고 레

일에 설치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12와 같이 광명기지 자갈도상 

침목위에 태그 12개를 침목 2개 간격 및 침목 10개 간격으로 설

치하고, HEMU-430X를 기지 내에서 2회 왕복하는 과정으로 시

험을 진행하였다. 전체 시스템 구성은 트랜스폰더 리더 1개가 

HEMU-430X 열차 하부에 설치되었으며, 선로에 설치된 트랜스

폰더 태그를 통해서 리더와 태그사이에 564,480bps로 데이터 송

수신 동작 여부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2 HEMU-430X 열차 및 장착용 트랜스폰더 리더 안테나

Fig. 12 HEMU-430X Equipped with Reader Antenna

그림 13 광명기지 트랜스폰더 시스템 실차 시험 환경

Fig. 13  Real Testbed for the Transponder System

그림 13과 같이 실차 실험을 통하여 기존 발리스가 있는 시스

템 상황에서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통해서 수신되는 데이터에 대

해서 600us 마다 정확하게 인식함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실

차 실험을 통해 300km/h의 속도로 열차가 운행 시 트랜스폰더 

위치오차를 0.8m 이내로 획득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 본 트랜스

폰더 시스템이 이미 설치된 기존 발리스 시스템과 주파수 간섭 

없이 동작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실차 시험 데이터 수신 측정

Fig. 14 Measurement for the Data Reception of the 

Transponder System in Real Testbed

4. 결  론

본 논문은 400km/h급 고속열차의 위치검지를 위한 트랜스폰

더 시스템 개발 및 운용 주파수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에서 운용중인 ERTMS 기반의 

유로 발리스 주파수 대역과의 간섭이 없으며 기존 발리스와 트랜

스폰더 시스템이 열차운행 및 위치검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

동운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해당 트랜스폰더 시스템은 실제 

400Km/h 속도로 운행되는 HEMU-430X를 시험차량으로 선정하

여 광명기지에서 실차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트랜스폰더 시스템이 

기존의 발리스와의 주파수 간섭 없이 동작하며 0.8m 이내의 오

차로 위치검지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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