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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sel locomotive operates the generator with the power from the diesel engine, and it consists of the typical 

serial-hybrid system which operates the train wheels by converting its generated electric energy into the torque of 

DC (or AC) motor. However, the technology of locomotives is only focused on trains’ controlling power generation 

mechanism. Hence, it is a current issue that the efficiency of its engine and its generator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auto vehicles'. Particularly, since there are no proper equipment to measure the amount of fuel which is 

essentially necessary for the efficient use of fuel, it is not easy to confirm the instant amount of fuel use as well 

as the exact average fuel consumption per an hour. Due to those difficulties, it is urgent to develop the device 

that measures the fuel consumption. Plus, this use of the developed measuring device allows the various and useful 

analysis relating to the fuel consumption, and this could lead to establishing the efficient driving pattern regarding 

to fuel saving. This device consists of two flux (fuel level) measuring censors, MCU for calculating the measured 

values, the information recorder for saving measured values, and the display device for indicating the fuel amount 

consumed during driving.

1. 서론

디젤기 차는 내연기 (디젤엔진)의 힘으로 발 기를 동작시키고 발생된 기에 지를 직류 동기(

는 교류 동기)의 회 력으로 변환하여 바퀴를 구동시키는 형 인 직렬형 하이 리드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 차에서는 차량의 구동력 발생 메커니즘에만 기술이 집 되어 있어서 기 과 

동기의 효율이 자동차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것이 실이다. 특히 연료의 효율 인 사용을 해 

필수 으로 필요한 연료량의 측정을 한 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순간 인 연료사용량을 

알 수 없음은 물론 시간평균 인 연료소모량도 정확한 값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연료소모량

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시 하며, 개발된 측정장치를 이용하면 연료소모량과 련된 여러 가

지 유용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므로 연료 감과 련하여 효과 인 운 패턴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

다. 본 장치는 두 개의 유량 측정센서와 측정된 값의 연산을 한 MCU, 계측된 값들을 장할 수 있는 

정보기록부와 운   소비된 량을 볼 수 있는 표시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2. 연료사용량 측정장치 개발

디젤기 차 연료 사용량 측정장치의 개발 목 은 노선별 연료사용량  체 연료사용량의 악과 사

용이력을 산화 하여 연료사용 리를 용이하게 하고 악된 연료사용량을 분석하므로써 효율 인 운

패턴 연구를 진행하여 연료 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목 을 하여 장치에

서는 데이터의 측정뿐 아니라 기록 장  기본 인 분석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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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료사용량 측정장치 전체 구성도

2.1 시스템 개요

장치는 크게 주제어기, 표시기  연료사용량 측정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제어기는 데이터입력, 연

산, 장의 기능을 담당하며, 표시기는 연산된 데이터의 표시  가공된 데이터의 장기능을 담당한다. 

연료사용량 측정기는 디젤연료의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디젤기 차의 연료계통은 

자동차와는 다르게 연료를 엔진에 공 하는 공 부와 엔진을 거쳐 사용되고 남은 연료를 다시 연료탱크

로 회귀시키는 회귀부가 있어 두 곳 이상의 측정 치가 필요하다.

2.2 시스템 구성

장치의 구성은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기구물로 구성되며, 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2.2.1 하드웨어 구성

(1) 주제어기

주제어기는 크게 원공 부, MCU(CPU)부, I/O부, 통신부로 구분된다. 원공 부는 차량의 원

을 입력받아 측정장치가 필요로 하는 원으로 변환하여 주는 기능을 하고, MCU부는 32비트 처리 

방식으로 입력된 데이터의 연산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I/O부와 통신부는 차량과의 인터페이스를 

하여 디지털입력  아날로그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고 기본 RS485,USB,LAN Port등을 구

하 다. 주제어기의 주요 사양은 다음의 표 1과 같고 외형도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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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제어기 외형도

항 목 주요 사양

원공 부

입력   DC 74V (DC 50V ~ DC 100V, SMPS방식)

출력   DC 5V, ±12V, 24V [Option DC 15V]

보호기능   출력과 압, 출력과 류

MCU(CPU)부

MCU   32비트

Real Time Clock   배터리내장 IC (년-월-일, 시-분-초)

내부 메모리   512 MByte Flash

I/O 부

아날로그 입력   4(8) 채널 (0 ~ 10V 12비트) or 펄스신호

디지털 입력   16 채널 (12 ~ 24V 입력)

속도입력   펄스신호 (엔코더 광출력) or 교류전압신호(타코메타)

GPS 신호입력   RS485 통신

통신부 통신포트   RS485, USB, LAN

표 1. 주제어기 주요사양

(2) 표시기

표시기는 산업용 LCD이며 표시부와 제어부  통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시기는 연산된 데이터의 

표   상태정보 확인 등의 기능이 있으며, 주제어기의 원 데이터를 일부 가공하여 시하고 데이터 

장 기능이 있다. 표시기의 주요 사양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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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주요 사양

입력 원   DC 5V

LCD   7인치 TFT(800 * 480)

사용 OS   임베디드 도우CE

CPU   32비트

메모리   RAM 128Mbyte, Flash 128Mbyte

통신   USB Host, USB Device, RS485 1ch, RS232 2ch

표 2. 표시기 주요사양

(3) 연료 사용량 측정기

연료사용량 측정기는 측정센서  거치 기구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센서는 Oil측정 방식의 용

식 유량센서이다. 센서의 출력은 산계와 연계도 가능하며, Pulse 출력 방식이다. 연료사용량 측정기

의 센서 주요 사양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항 목 주요 사양

입력 원   DC 24V

센서 형식   기어식

배  크기   15mm

유체 온도   -20℃ ~ 120℃

보호 등   IP66

출력 신호   펄스 출력

표 3. 측정센서 주요사양

2.2.2 소 트웨어 구성

소 트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주제어기에 사용되는 제어 로그램, 표시기에 사용되는 운 로그램,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어 로그램

주제어기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데이터의 연산  데이터 입력제어와 표시기로의 데이터 출력 등을 

제어하고 측정장치 체의 주제어 기능을 담당한다.

(2) 운 로그램

표시기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자기진단 확인명령, 데이터 시, 주 제어기에서 입력되는 원 데이터의 

시를 한 가공, 장 기능등을 담당한다.

(3) 분석 로그램

일반 PC에서 측정 장된 데이터를 그래   리스트 형태로 정리하여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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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치 주요 흐름도

2.3 개발결과

2.3.1 표시기 주요 화면 구성

표시기는 사용연료의 구분을 하여 업운행을 알리는 버튼이 있으며, 기본화면으로는 평균연료사용

량과 연료사용량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검사용량  운행사용량을 시하는 기능도 있다. 

다음의 그림 4  그림 5는 표시기의 주요화면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4. 초기화면 예시

  

그림 5. 사용량 화면 예시

2361



 

그림 6. 주제어기                              그림 7. 표시기

그림 8. 인터페이스 툴(접속함)            그림 9. 연료사용량 측정기(유량검출 센서)

2.3.2 개발 제품 형상

개발제품은 주제어기,표시기, 속함,연료사용량 측정기로 크게 구분되며, 형상은 다음 그림 6 ~ 그림 9

와 같다

2.3.3 분석 로그램 화면구성

그림 10. 분석화면 예시

   

그림 11. 보고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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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치 : 운 실 ATP 제어기박스 설치 치 : 연료사용량 장치 

그림 12. 주제어기 및 표시기 설치            그림 13. 인터페이스툴(접속함)

설치 치 : 연료공  펌 (흡입) 측 설치 치 : 연료 배출배 (회귀) 측

그림 14. 연료사용량 측정기(유량검출 센서 1)    그림 15. 연료사용량 측정기(유량검출 센서 2)

2.3.4 시험 결과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하여 시운  차량에 연료사용량 측정장치를 설치하 으며, 설치된 결

과물은 그림 12에서 15에 나타내었다. 시운  후 차량의 속도와 사용량에 하여 비례 인 결과를 도출

하 는데 이는 추진력이 높을수록 연료의 사용량이 많다는 단 인 를 보여 다. 측정 데이터 결과그

래 는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시운전 후 사용량 결과 그래프[속도(파랑),사용량(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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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최근 디젤기 차의 배출오염 감 노력과 그로인한 연료의 감  효율  사용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시 에서 각 열차의 연료사용량을 용이하게 악하고 효율 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어 연료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상하고 개발 하 다.

따라서 본 장치는 연료사용에 한 좀 더 체계 인 리를 할 수 있으며, 열차의 운 패턴을 운 자

가 확인도 할 수 있고 장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소 연료사용 운 패턴도 악 할 수 있도록 개

발되었으며, 시험 운 을 통하여 연료사용량의 측정  장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고, 향후에는 좀 더 

세 한 분석과 차량 인터페이스가 용이하도록 제품의 개선을 진행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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