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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ntograph-overhead contact line system is an interface that supplies power to high-speed trains us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Due to the fact that power is supplied through direct contact between contact 
wires and contact strips, wear may occur,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over periods of t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methods of effectively extracting safety related parameters. In this 
paper, an image processing based method that calculates and draws graphs of a pantograph's dynamic stagger 
is proposed. To assess reliability,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data collected from conventional maintenance 
vehicles.

1.서론

전기철도에서 주행 중인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로-팬터그래프 시스템은 레일에 따라 설치된 

전차선에 팬터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접촉시키면서 고속으로 서로 작용하므로, 마모가 발생하며, 장기적으

로 운행함에 따라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커진다. 따라서 고속화로 인한 전차선로-팬터그래프간 집전성

능 향상을 위해, 지식기반의 전차선로 검측 시스템 구축 및 분석기술을 통한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이러한 전차선로 검측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전차선로-팬터그래프 상호간의 동적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동편위, 동높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팬터그래프-전차선로 접촉부의 동적 상하 변

위인 동높이는 팬터그래프 비디오 모니터링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높이 추출과 관련하여 개발한 기초기술을 동편위 추출로 확장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

고자 한다. [2, 3]

본 논문에서는 집전성능 검증을 위해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의 안정적인 접촉을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인 동편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알고리즘과 구현한 시스템을 다룬다. 구현한 시스템은 열차의 지

붕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취득한 동영상 파일을 입력으로 하여 컴퓨터로 후처리가 이루어지며, Labview 

프로그램을 통해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접촉 없이 동편위를 수치화 및 도식화 하게 된다. 또한,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을 수립하고 종합검측자 및 전철시험차에서 획득한 데이

터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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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팬터그래프-전차선로 동편위 추출 알고리즘

그림 2 KTX 산천 증속운전 획득 영상 

2. 본론

2.1 시스템 구성[2,4,5] 

본 논문에서는 고속으로 열차를 운행함에 따라 진동에 의한 팬터그래프와 접촉하고 있는 전차선이 좌

우로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동편위를 접촉 없이 영상처리기법을 통하여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동편위를 추출하기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는 개발하지 않았으며, 운행하는 

열차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들에서 획득한 동영상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은 힘들지만, 동영상 파일만으로도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데

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서 이동성과 호환성을 장점으로 갖는다. 

구현한 프로그램은 Labview 플랫폼의 모듈인 Labview Vision을 기반으로 제작하여, 별도로 제작된 

메뉴얼에 따라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본 동영상 부분, 이진화 이미지 부분, 파

라미터 설정 부분, 그래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처리과정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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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규화 교차상관 공식

그림 4 전차선 및 전차선로 구성부의 이미지 특성

프로세싱에 관한 파라미터들을 조절할 수 있다. 

2.2 동편위 추출 알고리즘[2]

영상처리를 통한 팬터그래프-전차선로 동편위 추출 팬터그래프-전차선 접촉부 동편위 측정 알고리즘

의 순서도를 그림 1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열차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획득한 팬터그래프-전

차선 접촉부의 동영상을 입력으로 Labview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서 기본적으로 영상처리를 하기 위한 

단위인 프레임으로 분할한다. 그림 2에 KTX 산천위에 설치한 60Hz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350km/h에

서 획득한 프레임 하나를 나타냈다. 고속에서 촬영했으나, 영상처리에 적합한 선명한 영상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의 기준점이 되는 팬터그래프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검출할 

팬터그래프에 대한 패턴을 지정해주고 이를 프레임에서 찾는다. 전차선은 항상 팬터그래프 상단에 존재

한다는 가정 하에서 프레임에서 팬터그래프 상단을 이진화(Image binarization)한다. 이진화는 임계값을 

설정하고 팬터그래프 또는 전차선을 배경하고 구분 짓기 위한 기법중 하나이다. 구분된 이미지에서 전

차선과 팬터그래프를 찾고, 팬터그래프 집전판과 전차선이 접촉할 것으로 추정되는 픽셀의 좌표를 구한

다. 이 좌표를 실제 팬터그래프의 길이와 카메라가 설치된 각도에 따라 mm 단위로 변환하여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자세한 과정은 알고리즘의 각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루도록 하겠다.

2.2.1 팬터그래프의 검출(Pantograph detection)[6,7,8]

영상신호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영상 내에서 특정한 패턴의 위치, 즉, 관심영역

을 찾는 것이다. 이를 템플릿 매칭이라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관심영역인 팬터그래프를 찾기 위하여 

대중적이며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정규화 교차상관(Normalized Cross Correlation) 기법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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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부 고속선 오송구간 동편위 추출 결과

그림 5 경부 고속선 오송구간 종합 검측차 편위 데이터 획득 결과

었다. 수식은 그림 3에 나타냈다. 

개의 픽셀을 갖는 2차원 이미지 에서 팬터그래프에 해당하는  × 크기의 관심영역인  

를 찾기 위해서 이미지 한 픽셀의 명도값 과 팬터그래프의 한 픽셀 를 그림 3의 수식에 

대입하여 NCC 계수 를 이미지 내의 정해진 구역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다. 검출하고자 하는 팬터그래

프의 좌표  는 NCC 계수 가 최대가 되는 지점 가 된다. 

정해진 구역내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NCC 계수를 구하는 것은 절대 차이들의 합(Sum of absolute 

differences - SAD)과 유사하지만, 수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정규화항을 통하여 SAD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미지의 밝기(brightness) 또는 대비(contrast)의 변화에 강한 대신 연산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2.2.2 전차선의 검출(Contact wire detection)[5,9,10]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미지 분할(image segmentation)은 이미지 하나를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형상

(픽셀의 묶음, superpixel이라고도 한다)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 분할의 목적은 이미

지 자체의 정보를 줄여서 단순화 시키거나 의미를 갖는 다른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획득한 이미지 상에서 전차선의 명도, 높이, 너비, 면적, 각도 등의 특징들을 정의하고, 정의된 특징을 

기준으로 다중 임계치(thresholding)를 설정하여 배경과 전차선을 분리 시켰다. 그림 4에 350km/h에서 

촬영된 경부선 영상 한 프레임에서 팬터그래프 상단 부분을 분할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

차선로를 구성하는 전차선, 조가선, 구조물들은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전차

선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2.2.3 팬터그래프-전차선 접촉지점 계산

팬터그래프는 공압을 이용하여 공중에 매달려있는 전차선에 밀착하게 되므로, 이미지에서 팬터그래프

의 수평면과 전차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다면 실제 접촉지점과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팬터

그래프는 고속에서 진동으로 인한 롤링모션(rolling motion) 또는 TTX의 틸팅으로 인하여 팬터그래프 

집전판이 지면을 기준으로 수평이 아닐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팬터그래프의 병진운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확하게 동편위를 추출하기 위하여 팬터그래프 수평면이 기울어진 양도 같이 검출하였다. 관심영역인 

팬터그래프의 좌표와 검출된 팬터그래프의 각도를 삼각함수에 대입하여 동편위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구한 이미지 상에서의 길이(픽셀의 개수)는 실제 팬터그래프과의 비율을 통해 mm 단위 변위로 변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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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호남선 노안 곡선구간 동편위 추출 결과

그림 8 경부 고속선 300km/h 증속 동편위 추출 결과(터널 구간 포함)

2.3 결과 및 검증

그림 6, 7, 8에 구간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편위를 추출하여 메트렙

(MATLAB)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통하여 개발한 시스템에서 팬터그래프 또는 전차선

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추출한 수치들이 연속적으로 잘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종합 검측차에서 획득한 편위 데이터와 비교

하였다. 그림 5과 그림 6에서 프레임 350~750의 데이터는 동일한 위치에서 획득하여 비교적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동편위가 ±300mm 이내에서 변한다는 것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종합 검측차는 동

편위가 아닌 전차선의 편위를 측정하며, 서로를 동기화 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

가능했다

그림 7에 호남선 노안 곡선구간 동편위 추출 결과를 나타냈다. 곡선구간에서는 직선구간인 그림 6의  

형상과 다르다는 것이 관측되었다. 관측된 다른 문제점으로 조명 등의 조건으로, 터널 내부에서는 동편

위가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터널 구간이 포함된 동영상에서 획득한 동편위 추출 결과

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프레임 200~300 사이와 프레임 700~1050 사이의 불연속인 부분은 터널에서 

촬영된 부분을 나타낸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집전성능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 항목중 하나인 진동에 의한 팬터그래프와 접촉하고 있

는 전차선이 좌우로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동편위를 접촉 없이 영상처리기법을 통하여 추출하는 알

고리즘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수치화 및 도식화 하였다.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신호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무접촉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동편위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추출 결과를 종합 검측차에서 획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터널 내부에서 무접촉으로 팬터그래프-전차선 동편위 및 동높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통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추출하

는 기술로 확장하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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