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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ck-in thermography was employed to evaluate the defects in railway bogies. Prior to the actual application 
on railway bogies, in order to assess the detectability of known flaws, the calibration reference panel was prepared 
with various dimensions of artificial flaws. The panel was composed of polymer matrix composites, which were 
the same material with actual bogies. Through lock-in thermography evaluation, the optimal frequency of heat 
source was determined for the best flaw detection. Based on the defects information, the actual defect assessments 
on railway bogie were conducted with different types of railway bogies, which were used for the current operation. 
In summary, it was found that the novel infrared thermography technique could be an effective way for the 
inspection and the detection of surface defects on bogies since the infrared thermography method provided rapid 
and non-contact investigation of railway bogies.

1. 서론

최근 철도시스템의 발달과 속도향상으로 철도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고속주행성능, 유지보수의 효율성 등이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 철도분야

에서도 철도차량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차량 제작이나 운행 중에 형성된 결함 또는 손상의 조

기 검출 및 관리를 위한 건전성 평가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음파탐상, 자분탐상, 방사

선법 등과 같은 기존의 비파괴평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외선 열화상 기술은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에 이용되는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 비파괴평가기술

과 비교하여 다양한 응용 특징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3]. 따라서 적외선 열화상 기술을 이용하여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손상진단 및 유지보

수 기술의 향상과 철도차량시스템 건전성 평가 기술의 확보를 통하여 철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적외선 열화상기술 (Infrared Thermography)은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탐지하여 물체의 

표면 온도측정 또는 온도 분포를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초기에는 비접촉 온도측정 장비로 

사용되어왔다[4-6]. 최근에는 비접촉식, 최고 20 kHz 이상의 초고속, 다양한 온도범위에서의 분해능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한 온도 측정뿐만 아니라 검출된 적외선을 이용하여 비파괴 진단 및 검

사, 고장분석, 응력해석, 의료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7-11]. 특히, 적외선 

열화상 기술이 기존의 수동(Passive) 방식에서 능동(Active)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비파괴 평가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비접촉 비파괴 검사기술로 기존 검사 기법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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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적으로 최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따라 에너지 효율의 증진을 위한 노력도 많이 시

도되고 있다. 철도차량분야에서도 환경 및 에너지 효율화 관점에서 철도차량의 경량화를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복합소재를 이용한 기존소재의 대체가 될 수 있다. 특히, 

고분자 기지의 복합소재(Polymer Matrix Composites, PMCs)는 기존 금속재료에 비해 강도의 저하가 

없으면서도 구조물의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철도차량분야에서도 차체는 물론이며 대차에 대해서

도 적용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경량화를 목적으로 복합재료로 제작된 대차프레임에 대하여 비파괴 평가기술

의 하나인 적외선열화상 기술을 도입하여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결함 검출

을 위한 비파괴평가기술로서 위상잠금 열화상 기술의 적용성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

고자 한다.

2.  본론

2.1.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기술 (Lock-in Infrared Thermography)

기존의 적외선 열화상 기술은 표면 근처의 내부 결함만이 검출 가능한 단점이 있으며, 물체의 표면 

방사율이 불균일할 경우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상잠금(Lock-in)기술을 적용하

면서 크게 개선되었다[12]. 위상잠금 열화상 기술은 대상 시험체에 주기적인 열을 가하여 열원에 대한 

시험편의 위상, 진폭 및 온도 등의 응답신호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처리를 통해 시험편의 이상상태를 확

인하는 방법이다. 그림 1에서는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의 기본원리와 위상잠금 열화상 기술을 이용한 

시험편의 결함 검출을 위한 구성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본 구성에서 약 1,000 W의 할로겐 램프가 주기

적으로 주파수를 변화시키며 열을 표준시험편에 가하고 시험편의 위상, 온도 또는 진폭의 변화를 적외

선 카메라가 저장하여 최종 열화상(위상, 온도, 진폭 등) 이미지로 재가공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이미지

의 형태로 도출하게 된다. 이때 최적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열화상 이미지를 통해 결함에 대해 적합한 

최종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기술은 넓은 면적을 동시에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

고 표면 방사율의 불균일성에 둔감해 결함검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복합재의 결함검사, 베니어

합판 박리검사, 얇은 금속관내부 감육검사, PCB박리검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a)                                           (b)

그림 1 (a)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의 원리 [13]와 (b) 적외선 열화상 실험 구성도

2.2. 교정용 표준시험편의 제작

적외선 열화상 기술을 이용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결함평가를 위해 실제 구조물인 대차 프레임에 

적용 전에 우선적으로 대차프레임과 동일한 소재에 인공의 결함을 가공한 표준시험편을 제작하여 실제

549



의 대차 프레임에 대한 결함정보를 얻기 위한 대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림 2(a)는 본 연구를 위해 설

계한 원형 인공결함을 함유한 표준시험편을 나타내고 있다. 표준시험편은 결함의 직경이 2 mm에서 12 

mm까지 2 mm 간격으로 결함을 설정하였으며, 깊이는 0.4 mm에서 시작하여 0.4 mm의 차이를 두고 

깊이를 증가시켜 2.4 mm까지 각기 다른 깊이와 직경의 결함을 함유한 시편을 제작하였다.

그림 2(b)는 실제 가공된 인공결함 함유 표준시험편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편의 소재는 실제 

대차의 재질과 동일한 E유리섬유로 강화된 에폭시기지의 복합소재의 재질을 이용하였고 시편의 크기는 

160 × 160 × 3 mm로 제작되었다.

  

                                 (a)                       (b)

그림 2 (a) 인공결함 함유 시편의 도면 및 (b) 인공결함 함유 실제 복합소재 시편

2.3. 결과 및 분석

2.3.1. 표준시험편 적외선 열화상평가 결과 및 분석

인공결함으로 설계 및 제작된 표준시험편을 이용한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평가는 위상잠금

(Lock-in) 열화상 기술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적외선 열화상 평가는 그림 1에서 나타난 실험 구성으

로 실시하였다. 그림 3은 열원 주파수에 따른 상대위상차를 이용한 위상잠금 (Lock-in) 열화상 이미지

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준시험편에 대해서는 직경 4 mm, 깊

이 1.6 mm의 결함검출능이 확보되었다. 또한 최적의 주파수는 0.09 Hz에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시편들은 현장시험에 앞서 다양한 결함검출 시험용 교정용 시편 (Calibration Block)으로 활용되

어 질 수 있으며, 본 시험결과를 통해 각 재질별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기술로 검출 가능한 임계결함 크

기와 깊이 데이터 확보로 철도차량 대차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기반기술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0.08 Hz          0.1 Hz            0.3  Hz          0.2 Hz           0.09 Hz        

그림 3 표준시편 열원 주파수에 따른 상대위상차를 이용한 위상잠금 (Lock-in) 열화상 이미지

2.3.2.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Lock-in Infrared Thermography) 평가

실험실 규모로 검증된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로 업그레이드하

기 위해 실제 철도분야에 적용을 위해 제작된 복합소재 대차 프레임을 대상으로 현장시험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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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외선 카메라의 후방에 할로겐램프 (각 1,000 W발열)가 위치하여 위상차이를 만들기 위해 함수발

생기(Function Generator)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편에 열을 가함으로서 시험체는 발열과 냉각이 주기적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적외선카메라는 주기적으로 열화상이미지를 저장하여 최종적으로 평균화된 

열화상을 도출시키게 된다. 열화상은 위상차(Phase Image), 온도차(Temperature Image) 그리고 진폭

차(Amplitude Image) 등으로 결함에 연류된 열화상 이미지를 나타내게 된다.  

그림 4는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을 실시한 복합소재 대차 프레임의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림 중간의 꺽어지는 부위를 중심으로 열화상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4의 복합소재에서 흰색의 마크무

늬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치 표시를 위한 것으로 본 열화상 평가와는 무관

하므로 스티커의 제거없이 열화상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5는 그림 4의 대차프레임에 대한 위상잠금 

적외선열화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을 실시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a)                        (b)                      (c)

그림 5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a) 위상, (b) 온도 및 (c) 진폭이며 최적의 주파수는 0.07 Hz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 5는 동일한 실영상에 대하여 위상, 온도, 진폭의 변화에 따른 최종 평

균값으로 취하여진 열화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에 나타난 열화상 결과에서는 좌측 중반부에 

분홍색(그림 5(a)와(b)) 또는 검정색(그림 5(c))으로 다른 부분과 색깔이 다른 스티커가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할로겐램프의 반사로 인한 것이며,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할로겐 램프의 정면에 위치) 열을 

흡수하여 다른 부위와 비교하여 냉각이 적게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은 모서리부위의 표면이 다소 손상된 복합소재 대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면결함에 대

한 검출능을 평가하기 위해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7에서도 중간 부분에 스티커의 색이 다른 부위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할로겐 램프의 정면에서 가열이 이루어져 많은 양의 흡열이 일어나 상대

적으로 냉각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림 7(a)의 위상 열화상 이미지에서 상단부

에 표면결함이 선명하게 관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복합소재 대차에서 발견된 다른 종류의 모서리 결함을 실영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작 후 

운송과정에서 생긴 모서리 결함으로 추측되는데 표면결함으로 간주하여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그림 9에서 각각 위상, 온도, 진폭차의 열화상이미지로 나타내었다. 모서리를 

따라서 이어지는 결함과 손상된 영역에 대한 열화상 이미지는 실영상과 동일한 형태로 도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3개의 다른 물리함수의 열화상이미지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로서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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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적외선 열화상 평가는 복합재료의 표면결함 분석과 검출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참고로 본 연구에 적용된 복합소재 대차에 대하여 표면 및 내부 결함검사를 위해 방사선법을 이

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뚜렷한 결함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표면결함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소재대차 (정면 및 상반부 사진)

  

                   (a)                         (b)                        (c)

그림 7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a) 위상, (b) 온도 및 (c) 진폭이며 최적의 주파수는 0.07 Hz

그림 8 모서리 부위에서 발견된 결함

  

                   (a)                         (b)                        (c)

그림 9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a) 위상, (b) 온도 및 (c) 진폭이며 최적의 주파수는 0.07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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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적외선 열화상 기술을 이용한 복합소재 대차의 건전성 평가를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1) 철도차량용 복합소재 대차 프레임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된 인공결함 함유 표준시편을 이용하여 

열화상 비파괴 평가를 실시하였고 임계 결함 검출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차 프레임 시험편에 대해 

직경 4 mm, 깊이 1.6 mm의 결함검출능이 확보되었고, 최적의 주파수는 0.09 Hz로 관찰되었다. 또한 

복잡한 실물 대상체의 결함 검출에 앞서 대차소재에 대한 임계 결함검출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

며, 본 시험편은 적외선 열화상 시스템의 교정용 시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철도차량 경량화 목적으로 제작된 복합소재 대차 프레임에 대한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평가를 

통해 표면결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파괴평가기술로서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3)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기술은 철도차량 대차의 건전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검사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등의 결점을 보완할 경우, 정성적 열화상이미지 분석을 통해 기존의 결함검사 방법을 대

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 평가는 기존의 초음파탐상, 자분탐상 등과 비교하여 비접촉식이며 복잡한 

표면의 상태와 형상에 대해서도 전처리 등의 작업이 필요 없이 비교적 빠른 방식으로 결함정보를 제공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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