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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applicability of energy harvesting technologies for powering a wireless 
health monitoring sensor system of railroad vehicle. As measuring surrounding energy under the normal operation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predict amount of the applicable energy. The results of energy prediction represents 
the feasibility of power sources for wireless sensor systems through energy harvesting technologies under the 
circumstance in which the thermal energy and vibration energy are generated.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철도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하여 열차 주행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원을 전기자원

화 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념의 전력원인 자가발전 구동 기술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주행 중인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철도차량의 정확한 운행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진동에너지를 실측 

하여, 진동에너지 발생으로 인한 자가발전 구동 모니터링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 서론

 철도시스템에 있어 시스템의 고속화는 승객과 열차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절대적인 향상을 요구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고

속화에 따른 신뢰성 및 안전성과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

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도차량 등의 철도시스템의 지능화가 선결 되어야 한다. 그리

고 철도시스템 지능화의 기본은 지속적인 실시간 감지기술 개발에 있으며, 이를 위해 IT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상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위험 상황에 처하기 이전

에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대상 시스템의 물리적 변화현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를 이용하

여 정보의 분석을 통해 현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철도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

템은 유선(wire) 센서의 사용이 일반적이며, 최근 들어 철도차량 대차 및 주행 장치 등에서 동작을 하

는 부품이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의 설치와 장소의 제약에 따라 점차 무선(wireless)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선 센서와 IT 기술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의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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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 기존 주기적인 분해 및 검사 등의 유지보수 관리에서 사용하던 방식과는 

차별화된 주행 중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기반의 유지보수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 운행에 신

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1]. 

 하지만 설치와 장소의 제약이 적은 무선 센서의 경우에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기술상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증가율은 실제 사용하고자 하

는 분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도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혹은 장기간의 모니터링의 경우

에는 주기적인 배터리 교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소모가 이루어지는 

배터리 교환은 비환경 친화적이며, 배터리 교환에 따른 추가적인 유지보수 업무 등을 발생시킨다. 따라

서 철도시스템의 지능형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주변에너지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반영구적인 작동성능의 “자가발전 (Energy Harvesting)” 구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철도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하여 열차 주행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원을 

전기자원화 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념의 전력원인 자가발전 구동 기술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주행 중인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철도차량의 정확한 운행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주변에너지

를 실측 하여, 자가발전 구동 모니터링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장 철도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주변 에너지 측정

2.1 주변 에너지 측정 위치 및 센서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철도차량 등 철도시스템에 지능형 모니터링을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 

요구를 끊임없이 재기하고 있다. 특히 자가발전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자가발전을 통해 

생성된 친환경 전력원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선 센서 시스템의 영구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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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속 열차의 대차에 설치된 센서와 위치

 본 연구에서도 실제 주행 중인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철도차량의 정확한 운행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주변에너지를 실측하여 자가발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00km/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를 대상

으로 왕복 586.2km  (서울 - 동대구 왕복)에 대한 주행을 통해 주변에너지원을 측정하였다. 이때 열차 

주행시 진동이 가장 크며, 주행관련 여러 중요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대차(bogie)를 대상으로 주변에

너지원을 측정하였다. 

 먼저 그림 1과 같이 '① 차축,' '② 대차 프레임 중앙'에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EMS형 dual axis 가속도 센서(Model: ADXL278, 5 mm x 5 mm x 2 mm ceramic LCC 

package, g-ranges of ±50g/±50g)를 블루투스 모듈 (블루투스 프로파일: GAP, SPP, 블루투스 버전: 

V2.0, 통신 거리: 100m)과 함께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하였다. 설치 위치 ‘①차축’ 의 진동 가속도 센서

는 주행중 레일과 휠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 진동 가속도 값을 감쇠 없이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설치 위치 '② 대차 프레임 중앙'의 센서는 대차와 차축의 여러 현가장치 및 대차 프레임 자체에 의해 

감쇠된 진동 가속도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1662



2.2 열차 진동 에너지 측정 결과

앞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300km/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를 대상으로 자가발전 적용을 위한 주변에너

지원 측정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300km/h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열차 대차의 경우, '① 차축' 

및  '② 대차 프레임 중앙' 모두에서 상당히 큰 진동 가속도 값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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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he vibration acceleration on the axle bearing

그림 2와 같이 300km/h 고속 주행중인 열차의 레일과 휠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 진동 가속도 값을 감

쇠 영향 없이 차축에서 측정한 결과 순간 최대값을 기준으로 약 ±40g 로 매우 큰 값이 발생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대차 프레임 중앙에서 측정되어 대차와 차축의 여러 현가장치 및 

대차 프레임 자체에 의해 감쇠된 진동 가속도 측정결과의 경우에도 차축에서의 진동 가속도 값 보다는 

많이 감쇠되었지만 순간 최대값 기준으로 약 ±8g 로 상당히 큰 진동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A

on
g

-10

0

5

10

-5

14:17 14:25
Time

A
c
c
e
le

ra
tio

n
(g

)

그림. 3 The vibration acceleration on the bogie center

특히 본 연구에서 측정 대상으로 선정한 고속열차의 경우 정규적인 유지보수 업무가 끝난 후 첫 주행 

동안 주변에너지를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열차의 운행에서 발생한 찰상과 박리 같은 휠의 손상을 휠의 

삭정(reprofiling)을 통해 모두 제거한 상태 이므로 휠 손상으로 인한 이상 진동발생이 최대한 억제된 

진동가속도 결과이다. 또한 300km/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 레일의 경우에는 특수 용접 작업을 통해 전 

구간의 레일과 레일 사이의 연결부위를 모두 매끄럽게 메웠기 때문에 지하철 및 일반 중속도 철도차량

에서 발생하는 레일 연결부위 통과로 인한 진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운행 조건에서도 그

림 2-3과 같이 주행 중 매우 큰 진동 가속도가 측정된 결과로 볼 때, 지하철, 일반 중속도 철도차량, 

화차 등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진동 가속도 결과보다도 더 큰 진동 가속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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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열차 주행 중 진동에너지에 대한 자가발전 구동 모니터링 적용 가능성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 300km/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를 대상으로 철도차량의 정

확한 운행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온도 등 주변에너지원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차량 자가발

전 예상 전력을 검토하고, 철도차량 모니터링에 필요한 전력량과 비교함으로써 자가발전을 통한 철도차

량 모니터링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3.1. 열차 주행 중 진동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 검토

열차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 가속도와 같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은 상대적으로 타 에너지

원 보다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은 구조물의 기계적인 변형 또

는 진동 의해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원리를 이용하며, 그 전환 매체로 piezoelectric 

material, magnetic induction을 이용한 Electromagnetic 등의 기술을 이용한다 [3].

이론적으로 공진점에서 발생 가능한 전력은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4)

P  is the module power m  is the mass

a  is the acceleration ξ  is the damping coefficient

ω  is the resonant freqeuncy

식 (4)에서 전력은 가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가속도가 높은 환경에서

는 큰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Cian [4] 등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하여 실험한 결과, 1cm3 크기와 1m/s2 가속도에 대하여 piezoelectric을 이용하여 자가발전을 했을 

경우 약 200uW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동일 크기 electromagnetic 전환

매체를 이용했을 경우 1m/s2 가속도에 대해 약 880uW까지 전력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때 piezoelectric과 electromagnetic의 선택은 단순히 발생 전력량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적용 환경과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 수십 Hz 이상의 진동

수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작은 볼륨이 필요할 경우 piezoelectric 를 사용하는 것이 전력 발생에 보다 우

수하며, 10Hz 이하의 저주파 환경에서 큰 볼륨이 가능할 경우 electromagnetic 를 사용하는 것이 전력 

발생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5].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주행 중인 열차에서 발생하는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때, 발생 

전력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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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차축 가속도 측정 데이터(좌)와 FFT결과(우)

1664



 
0 2 4 6 8 10 12 14 16

-15

-10

-5

0

5

10

15

time (seconds)

A
m

p
lit

u
d

e(
g

)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0.5

1

1.5

2

2.5

3

Freq (Hz)

A
m

p
lit

u
d

e(
m

/s
2
)

그림. 6 대차 가속도 측정 데이터(좌)와 FFT결과(우)

측정결과, 그림 5와 같이 그림1의 "① 차축"에서 측정된 주행 중 진동 가속도 데이터의 경우, rms 값

은 1.334g으로 확인되었으며, FFT 분석 결과 약 63Hz에서 2.6m/s2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그림 6과 같이 열차 주행 중 댐퍼 및 대차 자체에 의해 감쇄된 그림1의 "② 대차 프레

임 중앙"에서 측정된 진동 가속도 데이터의 경우, rms 값은 1.165g으로 확인되었으며 FFT 분석 결과 

약 52Hz에서 2.2m/s2의 가속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두 결과를 비교한 결과 "② 대차 프

레임 중앙"에서 측정된 진동 가속도의 경우 댐퍼와 대차 자체에 의해 0.4m/s2 크기 가속도와 약10Hz의 

진동수 감소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열차 주행 중 두 진동 가속도는 50 ~ 60 

Hz의 진동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하는 변환 매체 선정에 있

어 piezoelectric material을 이용하는 것이 electromagnetic 을 사용하는 것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piezoelectric material을 적용하여 발생 전력을 예측하였다. 이때 열차주행에서 

발생한 진동의 공진 모드를 이용하여 예상 전력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외부의 진동 가속도 주파수와 시

스템의 공진 주파수를 일치시켜 에너지 전달이 최대가 되도록 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

이다.  그리고 식 (4)를 통해 계산 결과, "① 차축"에서 측정된 진동 가속도 값은 piezoelectric material 

변환매체 1cm3 볼륨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약 2.5mW의 전력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댐퍼와 대차 자체에 의해 감소된 "② 대차 프레임 중앙"의 진동 가속도 경우도, piezoelectric material 

변환매체 1cm3 볼륨을 기준으로 약 2mW의 전력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

력은 실제 열차 주행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① 차축"에서는 9J, "② 대차 프레임 중앙"에서는 7.2J의 

에너지가 발생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서울-동대구 왕복 5시간의 주행에 대하여 45J과 36J 으로 상대

적으로 큰 에너지가 발생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3.3. 열차 주행 중 주변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 모니터링 적용 가능성 검토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예측한 온도차이와 진동 가속도 두 에너지원의 자가발전 전력량을 이용

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무선 센서 시스템의 작동 모드와 휴지 모드(sleep mode)에 

대한 소비 전력을 비교하였다. 무선 시스템의 경우 임무 주기(duty cycle)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달라

지기 때문에 센서의 데이터를 읽어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표 2에 정리하였다[4][5][7]. 이 때 적용된 무선 시스템은 Zigbee 

compliant EM2024 transceiver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8bit Atmega 28L microcontroller를 적용한 시스

템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표 2 무선 센서 시스템의 모드에 따른 소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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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Mode Time(ms) Power(mW)

Sampling (Temp.) 0.2 0.1

Sampling (Acc.1.5g~6g) 0.2 0.345~1.15

Sleep mode - 0.054

Transmitting 3.9 83.127

Receiving 0.4 91.476

Processing 20 19.983

먼저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온도 센서의 경우에는 0.2ms의 짧은 샘플링(sampling)에 의해 0.1mW의 

적은 소비 전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진동 모니터링을 위한 진동 가속도 센서의 경우 

0.345mW~1.15mW의 전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예측한 결과에서와 같이 철도차량 주행 중  

진동 가속도에 의해 자가 발전될 것으로 계산된 2mW ~ 2.5mW 전력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온도센서와 

진동센서를 가동시키기에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센서

에 대한 sampling 이외에 무선 데이터 송수신과 프로세싱을 위하여 추가적인 전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

라서 이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감지 및 시스템 휴지 모드에 소비되는 전력 이외의 나머지 전

력에 대하여 충전 시스템에 저장을 하여, 이상 상태에 대한 임계값에 도달하였을 경우, 이 충전된 전력

으로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감지된 이상상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의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것은 센서 한 개에 한 개의 자가발전 모듈을 연결했을 경우

의 예상 결과이며, 최적의 설계를 통해 여러 개의 자가발전 모듈을 한 개의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

결하였을 경우 보다 큰 전력을 자가발전으로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감지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실제 주행 중인 열차에서 발생하는 온도차이와 진동 가속도 등 주행에 따른 새

로운 에너지원을 전기자원화 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념의 전력원인 자가발전 전력량을 이용하여 철도차

량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것이 사용 목적에 따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

후 이에 맞는 최적의 자가발전 메카니즘 개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철도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하여 열차 주행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원을 전기자원

화 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념의 전력원인 자가발전 구동 기술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주행 중인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철도차량의 정확한 운행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주변 에너지를 실측 

하여, 자가발전 구동 모니터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행중인 열차의 레일과 휠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 진동 가속도 값을 감쇠 영향 없이 "① 차축"에

서 측정한 결과 순간 최대값을 기준으로 약 ±40g 로 매우 큰 값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rms 

값은 1.334g, FFT 분석 결과 약 63Hz에서 2.6m/s2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② 대차 프레임 중앙"에서 측정되어 감쇠된 진동 가속도 측정결과의 경우에도 순간 최대값 기준

으로 약 ±8g 로 상당히 큰 진동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rms 값은 1.165g, FFT 분석 

결과 약 52Hz에서 2.2m/s2의 가속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① 차축"에서 측정된 진동 가속도 값은 약 2.5mW의 전력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댐퍼와 대차 자체에 의해 감소된 "② 대차 프레임 중앙"의 진동 가속도 경우도, 약 2.0mW의 전력 생성

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자가발전 전력량을 이용하여 철도차량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것이 

사용 목적에 따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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