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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railway system uses wheels so detecting speed by tachometer. However, LRT(Light Rail Transits) 

stands out recently as alternatives transportation, and besides of that Maglev trains are emerg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transportation. Maglev operates above certain heights caused inability of the measurement by tachometer 

which used to detect speed of wheels.

 Velocity Detection Signal Device of Train Control System applied in "Train Control System Project of Pilot Line 

Construction for Urban MAGLEV Train" which is prepared ahead of opening in 2013.

 This paper, therefore, explains the function and operation principal of Velocity Detection Signal Device, and 

suggests installation method of velocity detection loop installed around the track.

1. 서론

1.1. 배경

  최근에 환경보존측면, 사업비절감 및 무인운전 등을 위해 대체 교통수단으로 경전철이 부각되고 있고 

이들 경전철 중에서 자기부상열차는 특성상 노면에서 일정 높이만큼 부상하여 운행하여 승차감 및 소음

저감에 탁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상용화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천 영종도에 자기부상열차 시

범노선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 열차의 자동운전을 위해 차상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식에는 필수적으

로 속도를 검출을 통해 열차의 자동방호 및 자동운행 제어를 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은 노면의 레일을 이용하여 차륜의 회전에 의한 타코미터로 속도를 측정하지만, 자기부상열

차는 차륜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속도 검출이 불가능 하게 되며, 속도검출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목적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 중인 자기부상열차에 적용되는 속도검출장치(VEL, Velocity 

Detection Signal Device)에 대하여 소개하며, 동작원리 및 기능을 기술하고 선로변에 설치되는 비접촉식 유

도루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호관 설치방안을 제시하여 속도검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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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부상열차제어시스템 속도검출장치 적용

2.1. 차량의 속도검출 방식 비교

구분 속도검출 방식 검출 방법 요구되는 설비 비고

일반 차량 타코메타
차축의 시간당 회전수를 

계산하여 속도를 검출함.
- 타코메터

자기부상

열차

속도검출장치

지상의 Loop 코일의 비접촉시 

유도전류의 교차를 통해 속도 

검출 

- 지상의 유도 Loop포설

- 속도검출 신호 송신 및 

수신 장치

영종도 

자기부상열차 

적용방식

도플러 센서

파동을 발생시켜 관측위치에 

따른 주파수 차이로 속도 

검출

- 도플러 센서

- 대향면

전도성 돌기
전도성 돌기의 배열에 따른 

자속율의 변화로 속도 검출

- 전도성 돌기(선로)

- 돌기 검지기(차량)

도표 1. 속도검출 방식 비교 

2.2. 속도검출장치의 구성 및 성능

2.2.1 속도검출장치의 구성

  자기부상열차에 적용되는 열차속도 검출은 기존 차륜에 설치된 타코미터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

퀴를 지상 평면상에 펼쳐 놓은 원리로써, 자기부상열차와 같이 바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량(타코미터

를 사용할 수 없는 구간)에 통상적으로 열차의 속도검출에 사용되고 있으며, 속도검출장치의 구성은 아

래와 같다.

그림 1. 속도검출장치 구성도

* A 구간 : 고주파(27KHz) 유도전류 송신 구간

* B 구간 : 고주파(27KHz) 유도전류 미송신 구간 

 차상장치는 ATP/ATO장치에 속도 펄스 정보를 출력하는 속도검출장치와 비접촉식 속도검출안

테나로 구성

 지상장치는 속도검출용 신호를 발진 증폭하는 속도검출신호 랙과 궤도의 중앙에 부설 된 속도

검출 루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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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속도검출장치의 원리

  자기 부상열차의 속도를 검출하기 위해 궤도의 중앙에 부설 된 속도검출 루프의 3상 펄스를 차상에서 

수신하여 펄스의 변화 정보를 차상의 각 장치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그 원리는 아래와 같다.

     

         수신정보 코일 수신정보

비고
       Step 

차상안테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Coil 1 수신정보 0 0 0 1 1 1 0 0 0 1 1 1

Coil 2 수신정보 1 1 0 0 0 1 1 1 0 0 0 1

Coil 3 수신정보 0 1 1 1 0 0 0 1 1 1 0 0

수신정보 010 011 001 101 100 110 010 011 001 101 100 110

  지상에는 속도검출 Loop를 30cm 간격으로 개루프 및 폐루프가 교차하도록 포설되어 있으며, 차상에는 

20cm 간격으로 3개의 수신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차량이 지상의 루프 위를 주행함에 따라서 차상의 수신코일에는 각각 30cm 간격의 펄스가 수신되며, 

상기의 그림처럼 각 수신 코일에는 20cm 차를 두고 펄스가 수신된다. 

  차상 안테나에서 수신된 3개의 신호를 조합하면 최종적으로 10cm 해상도의 펄스 신호가 얻어진다. 차

상 속도검출장치는 이 신호를 사용해서 속도 및 이동거리를 연산하게 된다.

  또한, 위 표와 같이 3개의 코일의 수신정보 변화는 수신정보 1,2,3의 상태가 101, 100, 110, 010, 011, 

001로 6개의 패턴이 10cm마다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순서에 따라 상선방향, 하선방향으로 구분될 수 있

다.

  다음은 패턴변경 수에 따른 속도 계산 예를 나타낸 것이다.

 예1) 1시간에 500,000번의 변화가 있었다면,

      평균속도 = 500,000×10cm/1시간 = 50km/h 가 된다.

 예2) 한번의 패턴변화가 0.01초가 걸렸다면,

      순간속도 = 1×10cm/0.01초 = 360,000×10cm/h = 36km/h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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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속도검출장치의 기능 및 성능

  아래 도표는 자기부상열차에 적용되는 속도검출 신호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구분 정격 및 성능 비고

주파수 27KHz 오차범위 : ± 0.02%

변조방식 무변조 방식

송신출력 전압 77.5 V 변동율 : ± 20%

송신기 정격부하 300Ω

최대 Loop길이 800m

속도검출 Loop와 

차상안테나 간 이격거리
115mm

차상 안테나 코일

최소 수신 레벨
-30dBm 0dBm=775mV

도표 2. 속도검출 신호의 성능 

 

  속도검출신호는 하기 그림과 같이 지상 속도검출장치에서 27KHz 주파수(무변조, 77.5V출력)를 MT랙

으로 송신하여 속도검출송신기와 현장케이블의 임피던스정합을 하고, 현장케이블을 통해 MT-BOX로 전

송한다. 이렇게 전송된 속도검출신호는 속도검출 Loop를 통하여 차상 속도검출 안테나로 전달하게 된다. 

그림 3. 속도검출신호의 흐름

* 1 : 지상 속도검출장치(송신기) * 5 : 속도검출 Loop 케이블

* 2 : MT 랙 * 6 : 지·차상 유도결합

* 3 : 기기실, 현장간 케이블 * 7 : 속도검출 안테나

* 4 :  MT 박스 * 8 : 차상 속도검출장치(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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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검출 신호는 각 단계별로 전송을 하면 신호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율을 다음 그림과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속도검출신호 레벨 다이어그램

2.3. 속도검출 Loop 보호관 설치방법

2.3.1 속도검출 Loop 보호관의 구성

  속도검출 Loop 보호관은 속도 검출신호를 차상안테나로 전달하기 위한 비접촉식 유도 Loop를 보호하

는 역할을 한다. 또한,  Loop 케이블의 개구부와 폐구부가 교차되는 간격을 유지해 주고 케이블 포설 후 

고정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43dBm
(300Ω,20W

 output)
1dB

3.6dB

0.5dB
1.4dB

46dB

-9.5dB

Receiving input minimum 
suppression level  :-30dBm

Coupling Loss(h=115mm)
:4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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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oop 보호관 제작도 및 설치사진 

2.3.1 속도검출 Loop 보호관의 보완

  또한, 자기부상열차에 적용되는 분기기는 구조물이 이동하는 관절형 분기기를 사용하기에 때문에 분

기기 관절간의 유동 및 온도에 따른 수축현상을 감안하여 Loop 보호관의 보완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은 

자기부상열차에 적용할 분기구간의 Loop 보호관을 나타내었다.

그림 6. 분기기 구간의 Loop보호관

2.4. 속도검출장치 적용 사례

2.4.1 속도검출장치 적용

  현재 상용화된 자기부상열차는 중국 Shanghai에서 운행 되고 있는 독일의 Transrapid 시스템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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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T 시스템만이 상업 운행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본의 HSST에서는 속도검출장치를 사용하고 있으

며, 수차례의 검증과 상업운전을 통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영종도에 건설될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에도 일본의 HSST에 적용된 속도검출 장치

의 원리를 이용하여 적용된다. 

3. 결론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열차와 자기부상열차의 속도검출방식 비교, 자기부상열차의 특성을 고

려한 속도검출 원리 및 시스템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속도검출을 위해 하드웨어 구성 및 속도검출

Loop 보호설비의 설치방안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속도검출원리 이외에도 별도의 설비를 구성하여 자기부상열차의 속도를 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장치간의 인터페이스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설비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용

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열차의 무인운전 및 안전운행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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