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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험은 새로 개발하였거나, 부분적으로 개선한 장비 

또는 개념에 부여된 기술적, 운용적 요구의 성취 정도

를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

다. 시험을 통하여 획득된 자료는 평가를 통하여 설계

제작이 요구사항에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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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피드백 되는 이른바 시험-수정-시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시험 과정은 가능하다면 신속하

게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기동장비의 민첩성을 평가하기 위해 TOP 2-2-609[1] 

의 시험 항목 중 한 가지인 최소선회성능 시험을 수행

한다. 최소선회성능 시험은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도

로의 최소 폭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최소선회 직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차량의 바퀴 혹은 궤도의 

주행 자국을 이용하거나, 차체의 최 외측에 물탱크와 

호스를 설치하여 바닥에 떨어진 물 자국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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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inimum turning circle test of vehicles is operated by using Real-Time Kinematic(RTK) surveying method 

which enhances the precision of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A procedure of the conventional method to 

obtain results is to take post processing after the tes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nsure results in an instant. This 

paper introduces developed process and equipment that can immediately obtain results after the minimum turning 

test without pos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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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주행 자국 식별의 어려움, 

물 자국의 번짐, 원심력 혹은 바람에 의한 물 자국 궤

적의 번짐 현상 등에 의해 정확한 직경 측정에 문제가 

있었다.

  최근 다양한 GPS 기술의 발달로 Real-Time Kinematic 

(RTK) 측량기법을 적용한 GPS 시스템을 이용하면 차

량의 선회직경을 ~cm급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2,3]. 그러나 이 GPS 시스템은 선회직경을 측정

하기 위한 전용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

할 경우에는 실시간이 아닌 데이터의 후 처리 과정을 

거쳐야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 (a)는 기

존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

었다. 기존 시험 방법에서의 데이터 획득 방법은 시험 

차량에 부착된 GPS 속도센서로부터 획득한 GPS 궤적 

정보를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사용자 PC로 옮

긴 후 분석을 수행한다. 전체 데이터 중 시험에 유효

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시험 차량이 선회에 돌입

한 시작 구간과 선회를 마친 종료 구간을 확인하여 데

이터를 추출하고, 선회직경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이러한 방법은 계측 종료 즉시 시험 

결과의 확인 및 시험의 정상적인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소선회성능 시험의 실시간 

측정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RTK-GPS를 궤적 측정용 

센서로 사용하고, National Instrument 社의 CompactRIO

의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FPGA)를 활용하여 

계측장치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a) Conventional method

(b) Developed method

Fig. 1. Data acquisition process

는 LabVIEW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4]. 개발 장치의 

구성은 Fig. 1. (b)에 간략히 나타내었으며, 데이터 전

송의 간편성을 위하여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데이터 

확인 및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개발된 

장치는 데이터 획득의 균질성 및 안전성 시험을 수행

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시험을 통해 계측장치로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2. CompactRIO를 이용한 계측장치 개발

2.1 계측장치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최소선회 계측장치는 National 

Instrument 社의 CompactRIO를 기반으로 채널별 특성 

설정과 자료처리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호스

트 컴퓨터, 표본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Real- 

Time controller, 센서 신호 획득을 담당하는 FPGA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선회성능 시험 시 GPS 

속도센서의 신호가 FPGA의 CAN 신호 입력 모듈을 

통해 입력되고, 실시간으로 Real-time controller 및 호

스트 컴퓨터에 저장된다. 호스트 컴퓨터에서는 저장된 

자료의 결과 확인 및 분석을 수행하며, 또한 Real-time 

controller의 계측 환경을 설정 할 수 있다[5]. Table 1에

는 CompactRIO의 구성과 성능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CompactRIO

구 분 모델명(성능)

Real-Time Controller
․ cRIO-9024(4 GB storage, 

800 MHz processor)_

Reconf- 
igurable
Chassis

FPGA ․ LX110(Xilinx Vertex-5)

I/O 
Modules

Analog
․ NI 9215 

(4 Ch, ±10 V, 16 bit)

Digital
․ NI 9401(8 Ch, 100 ns, 

TTL I/O)

CAN
․ NI 9853 

(2 port, High speed)

T/C
․ NI 9213 

(16 Ch, Thermocouple)

  본 장치는 GPS 속도센서에서 CAN 신호 형태로 출

력되는 데이터(위도, 경도 등)를 CAN 신호를 입력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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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듈을 통해 입력 받을 수 있도록 계측 장치를 구

성한다. CAN 신호를 입력받기 위해서 FPGA의 CAN 

신호 입력 부분을 구현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신호 추출 시 데이터 순서(Byte_order)에 따라 “인텔” 

또는 “모토롤러”로 구분하여 CAN 데이터 순서를 정

한 후, “CAN ID”, “Start_bit”, “Bit_length”에 따라 데이

터를 추출하고, Data_type에 따라 자연수, 정수, 부동 

소수점(float)에 따라 물리량으로 바꾸는 전체과정에서, 

CAN 컨트롤러를 제어하기 위해 프로세서를 개입시켜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지 않도록 설계 적용하였다. CAN 

신호 처리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 신호처리의 시간차로 인하여 하드웨어로 

입력받는 신호들과 시간 동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CAN 신호 처리부분을 하드웨어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였다.

Fig. 2. Block diagram(CAN data acquisition)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입력받은 신호들은 Real-time 

controller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된다. Fig. 3은 

호스트 컴퓨터에서 그래프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었고, 사용자는 계측 시

작 및 계측 종료 지점을 선정할 수 있다. 계측 종료 

후 Fig. 4의 시험 결과 분석 화면이 사용자 운영장비

Fig. 3. Display for user(real-time) Fig. 4.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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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구현하였다. 원형으로 움직

인 차량의 이동 궤적 그래프 및 회전방향, 선회직경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속도, 방향각, 이동거리 그래

프 및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과 화면 좌측 하

단의 슬라이드형(인덱스) 막대를 이용하여 데이터 유

효 구간 선택이 확인 가능하다.

  Fig. 5에 개발 장치의 계측 수행 흐름도를 나타내었

다. 크게 CompactRIO를 이용하여 개발한 계측장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용자 운영장비(PC)로 나눌 수 

있으며, 상용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두 장치간의 통

신이 이루어진다. 사용자 운영장비의 기능은 계측 환

경 설정, 사용자의 명령 전송, 계측 데이터의 수신 및 

디스플레이와 자료처리를 통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기

능 등이 있다.

Fig. 5. Flow charts of the minimum turning circle test

2.2 균질성 및 안정성 입증 시험

  계측 장치 성능의 비교시험을 수행하기 전 계측 장

치의 획득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균질성 및 

안정성 입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3일 동안 독립적인 

시험을 좌회전, 우회전의 각 방향 4회씩 실시하였으며, 

동일 시험자에 대해 3일간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일

원배치법에 의한 분산분석으로 균질성 및 안정성을 확

인하였다. Table 2에는 3일 동안 실시한 시험 결과를 

좌/우회전 방향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으며, 각 방향에 

대해 인자수준, 평균, 분산 값은 Table 3~4에 나타내었

다.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산분석 또한 각 방향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제곱합, 자유도, F비, P-값 등의 

결과는 Table 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F 비와 

F 기각치 값을 이용해 Table 7의 가설 내용에 대해 검

정을 실시하였다.

Table 2. Test result

구분 횟수
Day
(m)

Day+1
(m)

Day+2
(m)

좌회전

1 10.90 10.89 10.88

2 10.89 10.89 10.89

3 10.85 10.87 10.87

4 10.89 10.86 10.87

우회전

1 10.80 10.80 10.83

2 10.81 10.80 10.81

3 10.81 10.78 10.80

4 10.79 10.79 10.81

Table 3. Summary of left turn

인자수준 관측수
합
(m)

평균
(m)

분산
(m)

Day 4 43.53 10.883 0.00050

Day+1 4 43.51 10.878 0.00020

Day+2 4 43.51 10.878 0.00001

Table 4. Summary of right turn

인자수준 관측수
합
(m)

평균
(m)

분산
(m)

Day 4 43.21 10.803 0.00009

Day+1 4 43.17 10.793 0.00009

Day+2 4 43.25 10.813 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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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Left turn)

변동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0.0001 2 0.00003 0.1237 0.8851 4.2565

잔차 0.0024 9 0.0003

계 0.0025 11

Table 6. Analysis(Right turn)

변동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0.0008 2 0.0004 3.5122 0.0746 4.2565

잔차 0.0010 9 0.0001

계 0.0018 11

Table 7. Hypothesis testing

구 분 내 용

귀무가설(H0)
시험일 변동에 따른 시험결과는 동일

하다고 할 수 있다.

대립가설(H1) 
시험일 변동에 따른 시험결과는 동일

하다고 할 수 없다.

  시험결과에 대해 일원배치법에 의한 분산분석 결과 

F 비 < F 기각치(5 % 유의수준)이므로 개발된 계측 

장치는 충분히 균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비교 시험

3.1 최소선회 시험 방법

Table 8. Minimum turning measurements

구 분 측 정 기 준

Curb-to-curb 전방 차륜의 바깥쪽 끝단의 직경

Wall-to-wall 최대 각도로 회전 시 차량 끝단의 직경

Turning 
circle

바깥쪽 차륜의 접지면 중심의 직경

  TOP 2-2-609의 측정 방법은 Table 8에 나타내었으며, 

개발한 계측 장치의 입증을 위해서 바깥쪽 차륜의 접

지면 중심의 직경을 기준으로 하는 Turning circle 방식

을 이용하여 기존의 계측 방식과 비교 시험을 수행하

였다.

3.2 최소선회 시험

  Fig. 6에는 최소선회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험차

량에 개발한 계측 장비 및 기타 장비들을 나타내었다. 

차량에 부착된 GPS 속도센서는 Racelogic社의 VBOX 

3i를 사용하였고, DGPS로 위성 신호의 오차를 줄이는 

장치인 BaseStation 역시 동일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였

다. 먼저, GPS에서부터 오는 위성신호는 GPS 오차를 

줄이기 위해 외부에 설치된 DGPS인 BaseStation에서 

받아, 오차 보상 신호를 Radio 안테나를 통해 전송한

다. 이 전송되는 신호와 GPS 신호를 차량에 설치된 

VBOX 3i가 동시에 받아 CAN 신호를 개발된 계측장

치(CompactRIO)로 전송하고, CompactRIO에서 받은 

CAN 신호의 정보를 X-Y 좌표계 궤적 데이터로 표현

(a) Consist of measurement system

(b) Data acquisition device in the vehicle

Fig. 6. Schematic of minimum turning circle test



차량의 최소선회성능 시험의 실시간 계측 및 처리 장치 개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0권 제1호(2017년 2월) / 53

하고, 실시간으로 상용통신단말기(REXA-R1NP)를 이용

하여 사용자 PC로 전송하게 된다. Fig. 6.(b)에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 CompactRIO, VBOX 3i 및 전원 장치를 

나타내었으며, Table 9에는 상용 장비들에 대한 사양을 

나타내었다.

Table 9. Specification of VBOX 3i, base station and 

wireless device

모델명 항목 사양

VBOX 3i

Velocity

Accuracy 0.1 km/h

Resolution 0.01 km/h

Update rate 100 Hz

Distance

Accuracy
0.05 %

(<50 cm per km)

Resolution 1 cm

Update rate 100 Hz

Differential
Base Station

Accuracy 2 cm 95 % CEP

REXA-R1NP
(Wireless AP)

Band 2.4/5 GHz Dual

Range 반경 300 m

3.3 비교 시험 결과

  개발한 계측장치의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장비와 비교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대상 차

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유지하며, 좌/우회전 방향에 대

해 각 4회씩 측정하였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위도, 경

도 값을 X-Y 좌표값으로 변환 후 차량 궤적 데이터의 

Point-to-Point 분석을 수행한다. Point-to-Point 분석은 n

개의 (X,Y) 좌표 값들 중 각각의 좌표들 간 거리를 계

산하고, 계산된 값들 중 최대값을 최소선회 직경값으

로 산출한다.

  이 때 측정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Table 10에 나타

내었다. 개발장비와 기존방법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

존 방법과 개발한 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에서 소

수 2번째 자리에서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값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 보면 기존

의 방법은 후처리를 위해서 Raw data에서 파일을 추

출하면서 X-Y 좌표 값으로 변환 후 결과 분석을 수행

한다.

Table 10. Comparison result

구분 횟수
개발장비(①)

(m)
기존방법(②)

(m)
차이(①-②)

(m)

좌회전

1 10.90 10.89 0.01

2 10.89 10.90 -0.01

3 10.87 10.88 -0.01

4 10.87 10.86 0.01

우회전

1 10.81 10.80 0.01

2 10.80 10.79 0.01

3 10.80 10.79 0.01

4 10.81 10.80 0.01

  이 때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구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데이터의 비교 구간이 개발 장비의 시험 시작 

및 종료 트리거와 동기화 되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이

다. Raw data에서 데이터 추출구간을 개발 장비의 계측 

구간에 맞게 추출하는 경우, 결과 값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발한 장치의 기능

은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차량의 최소선회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 계측장

비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후처리에 따른 즉각적인 

시험 결과 확인이 어렵고, 재수행 여부 판단이 시험 

종료 후 이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시

간으로 시험 결과 확인 및 자료처리가 가능한 효율적

인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계측장비를 개발하였

으며, 기존의 방법과 비교시험을 수행하였다.

  CompactRIO를 이용하여 개발한 계측장치는 사용자 

운영장비(PC), CompactRIO(FPGA, Real-time controller), 

GPS 속도센서로 이루어지며, 계측 데이터는 무선망을 

이용하여 사용자 운영장치에 자동 전송 및 실시간 자

료처리가 되도록 구현하였으며, 개발 장치의 균질성 

및 안정성 시험을 통해 데이터 획득 신뢰성을 검증하

였다.

  개발한 계측장치의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방식과 비교시험을 수행하였다. 개발한 장비와 

기존 방법의 결과 차이는 없지만, 데이터 이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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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 등의 프로세스를 줄임으로서 효율적인 시험이 

가능하다.

  개발 장치는 최소선회시험에 적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는 RTK를 이용하여 차량 궤적을 획득하는 기동

성능시험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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