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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교통에서 열차의 위치확인은 일반적으로 궤도회로에 의해 전기적으로 분할된 일정 구간 내에 열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근에는 열차운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열차의 이동위치를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타 교통분야에서 적용 중인 항법시스템과 다양한 센서를 열차에 직접 탑재하고, 센서 출력을 융합하여 열차위

치의 정확성, 신뢰성,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특히,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열차의 위치정보는 열

차제어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열차운행감시, 승객서비스,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위치정보는 절대위치와 상대위치의 결합을 통하여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있으며, 철도교통에서는 상대위치검지

용 센서로 타코미터, 관성센서(IMU)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절대위치보정용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철도환경은 산악과 지하터널이 많아 GPS의 음영지역이 다수 발생하여 GPS를 메인 센서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2,3,4]. 

철도교통에서는 절대위치보정용 센서로 비콘, 발리스, 트랜스폰더 등의 장치들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

차에 적합한 센서는 아직 국산화가 미흡하여 개발 중에 있다. 트랜스폰더 시스템은 트랜스폰더 리더, 트랜스폰더 태그 및 트랜

Abstract In railway system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running trains and wayside equipment is a very

important role i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position detection and train control. Track circuits have been used as the

medium for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trains and wayside. However, track circuits must be installed continu-

ously along the track on the ground, resulting in an inevitable increase i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costs. One of the

most promising solutions to reduce these costs is to mix continuous information transmission (via wireless communica-

tion) and discontinuous information transmission (via transponder). In this study, we designed antennas of railway high-

speed transponder readers and tags for wireless power transmission, which  can be used to transmit information from

ground to high-speed trains with a maximum speed of 400km/h. We also verified system performance through compu-

tational simulation and prototyping. 

Keywords : Wireless power transmission, Antennas, Tag, Reader, Prototyping 

초 록 철도시스템에서 이동 중인 열차와 지상과의 정보교환은 위치검지, 열차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열차와 지상간의 정보전송을 위한 매체로 대부분 궤도회로가 사용되어 왔으나, 궤도회로는

지상에 선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의 증대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최근에는 연속적인 정보전송(무선통신)과 불연속적인 정보전송(트랜스폰더)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00km/h의 고속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지상과 차상간 정보전송이 가능한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개발

하기 위하여, 현장설치 및 유지보수가 효율적인 수동형 태그에 구동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무선전력전송용 리더 및 태

그 안테나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및 시작품 제작을 통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무선전력전송, 안테나, 태그, 리더, 시작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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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더 프로그래머 장치로 구성되며, 트랜스폰더 리더는 차량 하부에 설치되고, 트랜스폰더 태그는 선로 변에 설치되며, 태그에

다양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래머는 사람이 쉽게 이동가능한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는 운행속도와 철도의 열악한 운영환

경에 적합하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현장에 설치되는 태그는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 전원

공급이 없는 수동형(passive type)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태그의 동작을 위한 전원이 리더로부터 무선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현안이 되는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의 무선전력전송용 안테나에

대한 기본검토와 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품을 제작하여 성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철도교통용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기본 구성

철도교통용으로 적용하기 위한 트랜스폰더 시스템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더, 태그 및 프로그래머로 구성된다. 선로

에 설치되는 태그가 외부 전원 공급없이 동작하기 위해서, 최대 400km/h의 주행속도에서 철도차량 하부에 취부되는 리더가 무

선으로 태그에 전원을 공급하고 수동형 태그는 리더로부터 수신한 전력을 기반으로 동작하여 텔레그램을 리더로 전송한다.

철도교통용 트랜스폰더 리더 및 태그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열차의 운행속도와 가혹한 철도 외부환경(눈, 비, 온도변화 등)

에서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전력전송 및 데이터전송 용도로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전력전

송 주파수는 발리스의 전력전송 주파수를 참고하여 27MHz로 가정하였다.

2.2 무선전력전송 안테나 설계

2.2.1 기본 이론

일반적으로 루프 안테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본 구조는 Fig. 2와 같이 루프와 공진을 위한 병렬 캐

패시터(capacitor), 공진 Q 결정을 위한 저항(R) 회로와의 연결을 위한 매칭회로(matching circuit)로 구성된다. 매칭회로는 루프

안테나와 전력앰프(power amplifier) 사이의 임피던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임피던스 접합부이며, 그 구성 방법에 따라 LC

매칭, CC 매칭, Gamma 매칭, Transformer 매칭 등의 구조가 있다[5]. 

루프 안테나의 공진주파수(F)는 식(1)과 같으며, (1)에서 L은 루프 안테나의 인덕턴스, C는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되는 캐패

시턴스를 의미한다. 

 (1)F = 
1

2π L C⋅( )
-------------------------

Fig. 1. Structure of railway transponder system.

Fig. 2. Structure of loop antenna for power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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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안테나를 원하는 주파수에 공진시키기 위해서는 루프 안테나의 인덕턴스 값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기(network analyzer)를 사용하여 루프 안테나의 입력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주파수에 따른 인덕턴스 변화를 측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루프 안테나 사이에서 최대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동일한 크기를 가

져야 한다[6]. 하지만, 선로에 장착되는 태그의 설치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태그의 소형화가 필요함에 따라,

400km/h 고속 이동환경에서 태그와 리더 사이에 컨택 존(contact zone)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리더 안테나

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2.2.2 자계장 및 회로 해석 

루프 안테나의 구조 및 어긋난 정도(offset)에 따른 전력전송 성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고주파 해석 툴인 Ansys사

의 HFSS를 이용하여 자계장(magnetic field)의 변화를 분석하고, 자계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로해석 툴인 Agilent사의 ADS

를 이용하여 매칭으로 인한 안테나 성능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2.2.2.1 단일 루프 안테나 자계장 분석

200×400mm 크기의 루프 안테나가 한 개만 존재할 경우의 자계분포를 Fig. 3에 도시하였다. Fig. 3(b)에서는 루프 안테나 주

변에서 가장 강한 자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고, Fig. 3(c)에서는 루프 주변의 자계는 멀리 가지 못하고 루프 주변에서 폐곡선을

이루며 돌고 있고 루프의 중심 부분에서 가장 멀리 자계가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의 자계장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ADS에서 Fig. 4와 같이 L과 C를 이용한 임피던스 매칭을 수행한 결과, Fig. 5와 같

이 전력전송용 주파수인 27MHz에서 return loss가 –40dB 수준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Fig. 5에서 S11은 루프만 있을 때

Fig. 3. Magnetic field distribution of one loop antenna.

Fig. 4. Diagram of LC matching structure.

Fig. 5. Simulation model and simulation results of one loop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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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파수 응답특성, S22는 인덕터를 달았을 때 주파수 응답특성, S33는 최종 병렬 캐패시터까지 연결했을 때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다. 스미스차트 상에서 매칭되지 않은 상태의 S11 그래프와 매칭이 이루어진 상태의 S33을 비교함으로써, 매칭으로 인한

안테나 성능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2.2.2 루프 안테나 상호간 전력전송 성능 분석

크기가 200×400mm인 두 개의 안테나를 50cm 이격시킨 후 두 안테나 사이의 offset에 따른 자계분포 변화와 수신 전력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Fig. 6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ADS에서 추가적인 매칭 회로를 구성할 경우 return loss –30dB를 얻을 수 있으며, 전

력전송 insertion loss는 약 –18dB이다. 이 값은 linear 단위로 약 1.6%에 해당한다. 두 개의 루프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offset 변화에 따라 자계장 분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HFSS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Fig. 7에 도시하였다.

Fig. 6. Simulation model and simulation results of two loop antennas.

Fig. 7. Magnetic field distribution of two loop antennas with respect to off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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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에서 두 루프 안테나간의 offset이 0mm인 경우, 두 안테나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쪽의 송신 루프에 전류를 인

가할 경우 윗 쪽의 수신 루프에 자계가 정확하게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offset이 증가할수록 자계강도가 낮은 영역에서

루프가 자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ffset에 따른 수신 전력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기 위하여, HFSS를

활용하여 200×400mm 크기의 루프 안테나 2개를 offset에 따라 시뮬레이션 한 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ADS에서 매칭 회

로를 구성하여 수신 전력을 분석한 결과를 Fig. 8에 도시하였다.

Fig. 8에서 offset이 0mm인 경우, 약 –18dB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좌우로 offset이 발생함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윗 쪽의 수신 루프를 100×200mm 크기의 루프 안테나로 변경할 경우, offset이 0mm일 때 손실은 –33dB로 면적

이 1/4로 줄어듦에 따라 손실은 약 15dB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에서 100×200mm 크기의 루프 안테나를 사용한 경우의 수신 전력값에 손실 15dB를 더하여 200×400mm 크기의 루프

안테나를 사용한 경우의 수신 전력값과 비교해 보면, offset이 100mm인 지점에서 수신 전력의 차이가 가장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ig. 7에서의 분석 결과와 같이, 루프 주변의 자계는 멀리 가지 못하고 루프 주변에서 폐곡선을 이루며 돌고

있기 때문이며, 두 루프 안테나 간의 offset에 따른 수신 전력의 변화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7]의 결과와 일치한다.

2.2.3 공진기 및 매칭회로 설계

두 루프 안테나의 크기 및 offset에 따라 전력전송 효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트랜스폰더 리더와 태그 루프 안테나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태그의 크기는 전력전송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400km/h의 고속이동 환경에서 리더와

태그 안테나의 전력전송 효율이 가장 높아지도록 안테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2.2절의 분석에 따르면, 두 루프의 크기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offset이 0인 경우 최대 전력이 전달되고, offset에 따

른 전력전송의 효율은 두 루프 중 작은 루프에 의해 결정된다. 태그 크기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부족은 리더의 출

력을 높임으로써 해결이 가능하지만, 컨택 존의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리더의 전력전송용 루프 안테나가 최대

30~50W 정도를 소모함에 따라 매칭단에 인덕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내전압 레벨이 높은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매칭

을 시도하였다. 또한, Toroidal core를 사용하는 impedance transformer 방식의 매칭방식을 이용하여 같은 크기의 루프 안테나

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대역에서 전력전송 효율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9는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로, 기판 재질은 FR-4, 두께는 0.8mm, 크기는 200×400mm인 루프 안테나이다. 메탈 패턴부는 루프

의 SRF(Self Resonance Frequency)를 넘지 않도록 1 turn으로 설계하고, 철도 교통에서 리더와 태그의 전송거리는 대개 50cm

이하이므로 두 루프 안테나를 50cm 이격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9는 루프 안테나만 있을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6.78MHz, 13.56MHz, 27MHz 주파수에서 스미스

차트의 위쪽 부분에 위치하므로 SRF를 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주파수에서의 인덕턴스는 impedance의 imaginary부

를 이용하여 환산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인덕턴스는 6.78MHz, 13.56MHz, 27MHz 주파수에서 각각

1.15uH, 1.17uH, 1.234uH로 분석되었으며, 병렬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Fig. 10과 같이 루프 안테나 임피던스의 imaginary부를 0

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각 주파수에 적용 가능한 공진부를 설계할 수 있다. 각 주파수 별로 공진부를 구성하는 병렬 캐패시턴스

값은 477pF, 118pF, 28pF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입력 임피던스는 71kohm, 76kohm, 44kohm이다. 

Fig. 8. Comparison of received power level with respect to off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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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부의 입력 임피던스가 수천 ohm 수준으로 분석됨에 따라 Q값을 낮춰주는 병렬 저항 R과 impedance transformer를 이용

하여 50ohm에 매칭을 하였다. Fig. 11은 HFSS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회로설계 툴인 ADS에 구성한 병렬 공진부 및

impedance transformer를 이용한 매칭단 회로도이다. LC 공진을 위해 Cpar 값을 선정한 후, Rpar과 transformer ratio를 이용하

여 50ohm에 매칭한 후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9. Antenna model for power transmission simulation and simulation results.

Fig. 10. Resonant impedance for LC resonator design. 

Fig. 11. Schematic of matching st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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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전송 안테나의 성능은 공진 루프 안테나의 Q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렬 저항값 Rpar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Fig. 12와 같이 병렬 저항값 Rpar에 따라 return loss의 대역폭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항값 Rpar가 높아짐에 따라 동작 주파수 대역이 좁아지며 Q값이 높아지고, 전송 효율을 나타내

는 insertion loss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ransformer 매칭과 LC 매칭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13과 같이 LC 매칭단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비교한 결과,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모든 소자가 ideal한 경우이기 때문에 두 매칭 방식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실제로 구현시 L과 C의

Q값과 toroidal core 및 루프 선로의 특성에 따라 전송 효율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Fig. 12. Example of return loss and insertion loss @27.0MHz.

Fig. 13. Case of power transfer simulation using LC matching.

Table 1. Comparison of tele-powering efficiency for different frequency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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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6.78MHz, 13.56MHz, 27MHz 주파수에서 병렬 저항값 Rpar에 따른 전력전송 효율을 비교한 것으로, Rpar 값이 증

가함에 따라 Q값이 증가하여 전송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령 저항값 Rpar가 동일할 경우, 주파수가 높아질수

록 Q값이 낮아져 전송 효율이 낮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Q값을 결정하는 L과 R의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같은 Q값을 얻기 위

해서는 L이 증가한 만큼 R 값도 증가시켜야 한다. 

2.3 무선전력전송 안테나 구현 및 시험

2.3.1 안테나 구현 방법

2.2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2가지 형태의 안테나를 구현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향후 구현될 태그에 편리하고 효율

적으로 실장할 수 있도록 FR-4 PCB 기판에 패턴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와이어를 이용하여 구

현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구현한 루프 안테나는 크기가 400×200mm, 기판은 FR-4 0.8t, 라인 턴수는 1턴을 사용하였으며 그 형상은

Fig. 14와 같다. 동일한 크기의 두 루프 안테나 사이 간격을 5~50cm으로 조정하면서 효율을 관측한 결과, 간격이 10cm일 때

가장 높은 효율을 갖는다. 이는 두 루프 안테나가 아주 가까이 위치할 경우 mutual coupling의 영향으로 공진 주파수가 달라져

효율이 떨어지고, 두 루프 안테나가 일정 간격 이상일 경우 간격이 멀어질수록 PCB 패턴에 의한 큰 저항값, 공진을 위한

capacitor의 낮은 Q값, matching부의 회로 손실 등으로 인해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PCB는 하나의 보드에 안테

나 패턴과 공진 Cap, 병렬 저항, 커넥터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력전송 효율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

었다.

첫 번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항값이 작은 리츠 와이어를 이용하여 Fig. 15와 같이 안테나를 제작하였다. 안

테나 크기는 350×350mm와 350×175mm 두 종류로, 아크릴 구조물에 리츠 와이어 1 turn으로 제작하였다. 2개의 루프 안테나

를 50cm 이격시킨 후 전력전송 효율을 측정한 결과, Fig. 16과 같이 두 개의 A 타입을 이용한 경우 3.16%, AB 타입을 혼용한

경우 1.26%, B 타입만 이용한 경우 0.33%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안테나 크기가 직접적으로 전송 효율과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첫 번째 방식 대비 전송효율이 높지 않은 것은 안테나의 Q값을 결정하는 캐패시터를 일반적인 MLCC 타입의 캐패시터

를 사용하였고, 병렬 저항으로 인해 안테나의 Q값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력전송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7MHz에서 30W의 전력을 낼 수 있는 앰프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성능을 측정하고자 네

Fig. 14. Loop antenna implemented by PCB and measured efficiency with respect to gap between two loop antennas.

Fig. 15. Loop antenna implemented by litz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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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기의 전력은 –5dBm, 0.316mW 정도이기 때문에, 소자 특성에 민감하지 않은 주

파수 응답 특성을 보여주지만 파워앰프를 이용하여 직접 30W를 인가할 경우, 사용된 소자의 전력 특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저하되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A와 B 타입의 안테나를 이용하고, 30W를 인가할 경우, 50cm 이격한 경우 수신된

파워는 25dBm (10dB 감쇄기 적용), 315mW이고, 이것은 전송 효율이 약 1%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본 연구는 철도교통용으로 400km/h의 속도로 이동하는 열차와 지상간의 정보전송이 가능한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서, 선로 변에 설치된 수동형 태그에 구동 전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되는 리더 안

테나 설계 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HFSS 및 ADS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된 수치를 바탕으로 시작품을 제작하였으

며, 제작된 시작품을 활용하여 50cm의 이격거리에서 리더 안테나로부터 제공된 무선전력으로 태그가 정상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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