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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increasing interest in the reduction of cost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overhead catenary 
system, various methods of condition monitoring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in with high-speed analysis 
and advance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This study utilizes a high-speed camera as inspecting system to 
measure the wear, stagger, hight and arc extinguishing test of overhead catenary system. All measuring 
image were captured by a high speed CMOS camera with PCI express output, which can acquire up to 
1000 frames per second with the resolution 1024 × 1280 pixels.  Line type laser source with a power equal 
to 300 mW and the National Instrument LabVIEW (8.0) based on vision acquisition software have been used 
i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for image acquisition, display, and storage. The proposed high-speed 
camera system is finally applied to measure the overhead catenary system showing promising on-field 
applications.
-----------------------------------------------------------------------------------

1. 서  론1)

  고속철도를 비롯한 현대의 철도는 전기철도가 주류이며, 현재 국내 철도는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본격적인 전기철도 시대가 도래되고 정부 계획에 따라 전철화구간이 2006년에 약 50%의 전철화 율을 

2020년에 9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기철도에 있어서 전차선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검측 시스템 개발은 유지보수를위한 지속적인 구축과 고속철도의 단계별 계통 후 전차선 검측 자료의 

체계화, 과학화 및 자료 구축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집전성능 향상과 속도향상의 시현을 위하

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차선로 검측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전차선로 유지 보수를 위한 

전차선의 마모, 높이, 편위 등의 전차선로 검측은 안정적인 전기철도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전차선로 검

측항목별 적합성과 측정방법을 일원화하여 검측장비를 개발하고, 특이개소 및 기술수요처의 요구사항

에 적합한 시스템이 절실하다[1-3]. 그러나 국내 전차선로 검측의 경우 특이구간 및 전차선의 선종에 

따라 측정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실용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시스템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4].

  전차선로 유지보수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화상시스템은 국내 실정에 적

합한 전차선의 높이, 마모, 편위 측정뿐만 아니라 기술수요처의 요구에 따른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다양

한 측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로 편위, 높이, 마모 및 

아크-소호 시험과 같은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전차선로 측정 및 고속이미지 처리방법에 관하여 기술하

였다. 전차선로 측정을 위한 고속카메라 시스템은 초당 1000 개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미지 

분석 및 처리를 위하여 National Instrument 사의 LabVIEW 8.0과 PCI Express 기반의 화상처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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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이용하였다. [5] 

2.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로 형상 검측시스템

2.1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로 형상 검측시스템 구성

  그림 1에 전차선 검측 화상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전차선 검측시스템 

설계는 전차선로의 형상을 검측한 화상을 분석하여 허용오차 내에서 전차선의 높이, 편위 (수평위치), 

마모를 측정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N개의 카메라는 고속으로 전차선 영상을 촬영하고 

각 카메라에 소속된 sub-computer들은 각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전차선의 영상, profile 및 전차

선의 profile과 전차선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원하는 검측 data 추출한다. 또한 중앙 data 처리 computer

는 각 sub-computer들에서 들어온 전차선 검측 data로부터 전차선 상태를 계산하고 전차선의 profile로

부터 검차선 형태 복원하며 검측 data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전차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display 및 

검측의 작업의 동기화를 실시한다. 

그림 1.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 화상 시스템 계략도

2.2 전차선로 형상 고속 이미지 분석

  그림 2에 전차선로 형상 이미지 분석을 위한 모형 전차선 사진을 나타내었다. 전차선의 마모를 측정

하기 위한 영상 시스템을 모의 시험하기 위해 Cu 170 규격의 전차선을 인위적으로 1 ㎜, 2 ㎜, 3.5 ㎜, 

4.5 ㎜, 6.9 ㎜의 마모를 만들고 카메라와 전차선의 거리, 레이저와 전차선의 거리에 변화를 두어 측정

하였다. 그림 3에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 영상획득 그림을 나타내었다. 또한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이 500 Fps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조절하고 획득한 이미지를 단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 나타내었다. 영상이 500 Fps일 경우 획득한 데이터를 모두 영상에 나타내지는 못하고 저장한 데이

터는 jpg형태나 bmp형태의 이미지 파일로 RAM에 일시 저장 후 하드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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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형 전차선의 bottom view 

    

그림 3. 획득된 모형 전차선 레이저 영상

  영상 획득을 위해 고속카메라 Lens의 경우 AF Zoom 35-70mm f/2.8D (2.0x)를 이용하였고, IR 

Filter는 가시광선 대역을 차단하는 Band pass Filter를 이용하였으며 Line type Laser는 광출력 구동 

전류(APC 회로)를 이용하였다. [5] 그림 4에 전차선 영상처리를 위한 절차도를 나타내었으며 최종적으

로 검출된 line을 Average filtering하여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된다.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검측은 위

와 같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차선의 형상을 측정한 것으로 최고 1000 Fps까지 가능하므로 200 Km/h

의 속도로 운행중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고속 영상처리는 하드웨어의 저장능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여 곡선상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차후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는 FPGA와 같은 하드웨어적 구

성이 필요하겠다.

3.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로 검측시스템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로 검측은 아크-소호시험과 같이 전차선에서 발생한 물리적 현상을 초당 

100 Fps 이상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검측과 이미지프로세싱을 이용하여 측정된 값을 

높이, 거리 등으로 환산하거나 선로나 금구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고속카메라의 보급과 이

미지 프로세싱기술의 향상 및 FPGA와 같은 기술의 발달로 그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5에 중앙

선 조차장역 구내 하부인상선에서 실시한 아크-소호시험 사진을 나타내었다. 본 시험은 상/하선 간 부

하불균형 (전압 차)에 의한 아크 소호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초당 500 Fps로 두 대의 고속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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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측시스템은 화상검측시스템과 동일하며[5], 고속카메라는 CMOS 카메라로 획득

한 영상을 PCI Express 슬롯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시스템이며, 이미지 저장과 카메라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은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8.0 및 Vision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는 아크-소호 능력을 수십 ms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시험결과

를 제공한다. 

그림 4. 전차선 영상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 

Line Scanning

Wire Image

Binarization

Morphology

Wire line extraction

Smoothing 
extracted line 

수직 방향을 따라 픽셀 값을 검색하면서 평균값 계산.

line마다 계산된 평균값을 임계치로 하여 이진화.

이진화 영상에서 인접상태에 따라 label을 부여.(인
접하면 같은 label,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label) 
label수가 작은 것들(noise)은 제거.

laser의 중간 line을 검출.

검출된 line을 smoothing (Average filtering)하여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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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방향을 따라 픽셀 값을 검색하면서 평균값 계산.

line마다 계산된 평균값을 임계치로 하여 이진화.

이진화 영상에서 인접상태에 따라 label을 부여.(인
접하면 같은 label,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label) 
label수가 작은 것들(noise)은 제거.

laser의 중간 line을 검출.

검출된 line을 smoothing (Average filtering)하여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

그림 5.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아크-소호 시험사진 (열차속도 15km/h, 전류 2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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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차선로 검측시스템 개발을 위해 구성한 고속카메라 시스템과 영상 처리의 전반적 

과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검측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차선의 형상을 측정

한 것으로 최고 1000 Fps까지 가능하므로 200 Km/h의 속도로 운행중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전차선로 검측시스템은 그동안 측정하지 못하였던 아크-소호 시간과 향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아크의 확산 등이 검측 가능하며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전차선의 움직임과 높

이 측정이 가능하다. 고속 영상처리는 하드웨어의 저장능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여 곡선상태

로 표시하는 것으로 차후 과제이며 실시간처리를 위해서는 FPGA와 같은 하드웨어적 구성이 필요하겠

다. 특히 실시간 처리를 위해 제안된 기법을 복잡도 측면에서도 최적화하는 연구와 철도환경과 활용방

법에 따른 정확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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