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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destructive inspection(NDI) is a testing procedure used to easily inspect an object for internal defects, 

abnormalities, shape, and structure, etc. without destroying it. Typical candidates for NDI include buildings, 

railways, aircraft, bridges, underground pipelines and various types of factory equipment. Recent advances in 

nondestructive evaluation(NDE) technologies have led to improved methods for quality control and in-service 

insp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new options for material diagnostics. Under frame side sill in rolling stocks 

is designed for preventing corrosion in order to meet mechanical requirements. However during long operation time, 

there are corrosion in the under frame side sill caused by environmental effect, vibration and etc.

  This paper introduces the methods of a survey and assessment on NDI applications in Electric Multiple 

Units(EMU).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obtain information on various applications and evaluation 

of NDI technology in EMU.

1. 서론

도시철도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상태에서 개조 및 대대적인 보수, 보강 없이 최소 25년간 사용할 수 있

도록 설계되거나 설계수명에 따라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기계적인 필요조건에 의하여 부식 방지

에 대한 설계가 되어있다. 여러 가지 결함 등으로 인해 도시철도차량의 차체 및 대차가 강도 및 강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제작시에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에 대한 정밀진단시 비파괴검사

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철도차량의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비파괴 기법을 이용하여 

하부 구조물의 부식 측정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비파괴검사 방식은 도시철도차량의 하부 구조물과 같

이 공기층을 포함한 다층 구조물의 부식에 대한 두께 변화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차량 구조물에 대한 부식측정 기법 적용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새로운 

비피괴검사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부식 결함모델에 따른 부식특성 연구에 대해 서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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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 현황

2.1 사용내구연한 및 정밀진단기준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용내구연한의 연장은 정밀진단자가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운행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도시철도차량의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며, 정밀진단에 필요한 방법 및 절

차 등은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밀진단지침은 정밀진단자가 정밀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

확한 사용내구연한을 판정하기 위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 정밀진단지침에는 진단에 필요한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밀진단자가 자의적으로 지침을 해석하고 진단

을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차량제작 및 유지보수 기술의 향상으로 진단이 불필요한 항

목 또는 진단이 불가능한 항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단항목 및 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이와 같은 기존 정밀진단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문제점 및 불명확한 점이 있다.

첫째, 일반검사에서 진단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확인검사를 통하여 차량의 이상상태를 파악

하여 차량사용내구연한의 연장 가능성을 판정하는 것은 사용내구연한 연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즉, 

진단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확인검사를 통하여 기존의 유지보수 여부, 균열발생 여부 등을 판

단할 수 있지만, 이 결과만으로 향후 사용가능한 수명을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차량의 잔존수명을 

결정하는데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규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밀검사 없이 차량의 폐차를 

판정하는 경우, 운영처에서 차량의 폐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공학적,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내구연한을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 규정을 따르기에

는 정밀진단자의 주관이 많이 작용하게 된다. 

둘째, 정밀검사의 경우 차체, 대차 등 부품별로 진단을 하였을 경우 부품별로 진단항목 및 기준이 중

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진단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체의 외관 및 결

함 검사와 대차의 외관 및 결함검사는 대상항목의 차이가 있을 뿐 검사 항목 및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셋째, 정밀검사부분에 불가능한 검사항목 및 불필요한 검사항목이 있으므로 실제 정밀진단을 실시하

기가 어렵고 검사결과가 잔존수명평가시 수명평가결과에 적용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구조체 하중시

험은 거의 시험이 불가능하고 제동시험 등은 수명평가에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에 도시철도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도시철도차량 정밀진단 수행 결과와 운영처의 유지보수 결과 등

을 참고하여 기존의 정밀진단방법 및 절차,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정밀진단지침을 현실적이며 타당성 

있는 지침으로 개정하였다. 획일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운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설계수명까지로 변경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차량 제작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의 최대 연

장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되었다. 

2.2 도시철도차량 구조체의 부식 및 결함평가 

사용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에 대해 수명 연장을 위해 정밀진단을 실시하며, 차량에 대한 부식 및 결

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밀진단 방법 중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파괴검사

(Nondestructive inspection)는 소재, 기기, 구조물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시험대상물을 손상시키거나 

분리 혹은 파괴하는 작업과정 없이 결함의 유무와 그 상태 혹은 대상물의 성질, 상태, 내부구조 등을 알

아내기 위한 검사방법을 말한다. 검사방법으로는 방사선투과검사(RT), 초음파탐상검사(UT), 자분탐상

검사(MT), 침투탐상검사(PT), 와전류탐상검사(ET), 누설검사(LT), 음향방출검사(AE), 육안검사(VT), 

적외선검사(IRT), 중성자투과검사(NRT) 등이 있다.

도시철도차량의 차체 구조는 언더프레임, 측면 구조틀, 지붕 구조틀 및 끝칸막이 구조틀로 구성되어 

932



있으며, 차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품은 최대하중과 정상운행 조건하에서, 과다한 변형으로 인한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언더

프레임은 수직하중 및 연결기를 통하여 전달되는 수평하중 및 대차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어 자분탐상 검사를 통하여 주요 부재중 가장 취약부분인 센터실, 사이실, 

크로스빔 중 용접부 및 결함가능성이 있는 파손부위에 대하여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하며, 부식상태를 확

인하기 위해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자분탐상검사와 초음파탐상검사는 외부에 노출된 차체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외판 내부와 다층구조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식과 결함검사

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장에서 펄스와전류검사 방법을 적용한 도시철도차량의 외판 부분과 같이 

다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3. 차체 재질에 따른 부식특성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 구조체는 고장력 내후성강재(SMA490BP, SPA-H, SPA-C), 스테인레

스 강판(SUS301L, SUS304), 알루미늄 합금(6005A-T6) 등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구조용 강재의 경

우 도시철도를 처음 개통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차

량이 운행되고 있다.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 차체에 사용되고 있는 재질들이 환경조건에서 어떠한 부

식특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식가속화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EPR(전기 화학적 부식) 시험을 

통하여 환경조건에 따른 표준시편의 부식률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동일 조건의 염수분무시험의 비교분

석 데이터로 이용하여 부식가속화 시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EPR(전기-화학적 분극시험)시험은 부식현상이 재료와 환경간의 전기화학적인 반응임을 감안해 인위

적인 전위를 가해줌으로써 부식전위, 부식전류밀도, 부동태 전류밀도, 기본부동태전위, 임계양극전류밀

도, 임계공식전위 등을 측정하여 재료의 전기화학적인 부식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ASTM 

G5(Making potentiostatic and potentiodynamic anodic polarization measurement) 로 표준시험법이 규

정되어 있다. 염수 분무 시험은 시험체를 스프레이식의 염수 분무에 일정한 온도에서 소정의 시간 연속

적으로 폭로한 후 그 외관 변화로 관찰하며 혹은 특정 성능의 변화를 측정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방법

은 한국산업 규격 KS D 9502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부식가속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현재 제작되어 운행 중인 차량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

면 실제 차량제작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도표 1은 각 시편 제작시 사용된 재질을 

나타낸 것이며, ERP 시험에 적용할 시험편은 규격에 따라 제작하였고, 그림 1은 염수분부시험에 활용할 

각 시편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도표 1. 도시철도차량 차체 재질 

No. Materials

Specimen 1 SMA490BP, SPA-H(SPA-C)

Specimen 2 SUS301L, SUS304  

(a) Specimen 1       (b) Specimen 2

그림 1. 시험편 형상

그림 2, 3은 염수분무시험 결과이며,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Specimen 1의 경우 부식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으며, Specimen 2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볼 때 큰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다. 이에 시간경과에 따른 시편의 부식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식이 많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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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1에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부식표면을 관찰하였다. 그림. 4는 Specimen 1의 

SEM촬영 사진으로서 부식으로 인한 산화물들이 가속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조밀하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a) 10년 (b) 20년 (c) 30년 (d) 40년

그림 2. Specimen 1 부식시험 결과 

(a) 10년 (b) 20년 (c) 30년 (d) 40년

그림 3. Specimen 2 부식시험 결과 

(a) 10년 (b) 20년 (c) 30년 (d) 40년

그림 4. 부식된 Specimen 1에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한 부식표면 사진 

4. 펄스 와전류 검사(Pulsed Eddy Current Testing) 기법의 적용

교류를 사용하는 기존의 와전류검사방법과는 달리 펄스와전류검사방법은 반복적인 직류전압의 스텝파

형에 의해 생성되는 역전압을 이용한다. 연속적인 직류전압이 구동코일에 인가될 때 검사대상체에서 발

생한 와전류에 의해 전압펄스가 발생되고 이 전압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신호의 최대진폭, 감쇠시간 등을 

분석하여 대상체의 두께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펄스와전류검사는 검사신호의 해

석이 용이하고 동시에 다층구조물의 검사가 가능하며 두께 측정에 있어서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외판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식결함 등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어 비파괴검사

를 통한 부식결함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펄스와전류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외판 

부분과 같이 다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시험을 실시하였고, 

부식가속화 시험편에 대해 PECT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Probe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

하여 도시철도차량에 PECT 기법 적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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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시철도차량의 PECT 예비 검사 

도시철도차량의 부식 측정에 PECT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운행 중인 차량

을 선정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에 선정된 차량은 수명이 약 22년이 된 것이며, 육안검사 결과 그

림 5와 같이 Under Frame과 Side Plate 용접부에 틈부식과 이종금속 접합부식이 발생한 것을 볼 수 

다. 그림 6과 7은 도시철도차량에 적용한 펄스와전류검사 장비와 측정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사용내구

연한이 도래한 차량에서 일부 시험편을 채취하여 두께변화에 따른 Amplitude값 측정결과를 보면 두께 

변화에 따라 Amplitude값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제 도시철도차량에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 

각 부위별로 Amplitude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부식에 의한 차이와 구조물의 형상

이 다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 차체 부식 사진 그림 6. PECT 장비 
그림 7. PECT를 이용한 

철도차량의 부식측정 위치

 

4.2 부식가속화 시험편의 PECT 시험

부식가속화시험 후의 시험편을 외판부분만 절단하여 PECT 검사를 수행하였다. 염수분무시험을 통해 

얻은 10년, 20년, 30년, 40년 부식시험편들을 부식에 따른 두께측정결과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부식정도 

40년 시험편이 가장 많이 열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차량의 육안검사 결과 부식으로 인한 재

질의 두께감소가 심각했지만, 염수분무시험 환경의 특성(차량운행으로 인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

태)으로 인해 두께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두께감소를 고려하기 위하여 인공결함을 만들

어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9는 염수분무시험을 통해 얻어진 Specimen 2의 점용접 부위 사이를 PECT 검사한 값으로 부식

으로 인하여 peak value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부식이 되지 않은 시험편 peak voltage값은 

1.53mV,부식가속화 10년 시험편은 1.39mV, 20년 1.38mV, 30년 1.36mV, 40년 1.32mV로 SUS304L의 

재질특성 변화에 따른 신호변화가 선형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께 변화에 따른 PECT 신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0과 같이 1mm, 2mm 절삭한 후 PECT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림 11와 같이 두께가 감소할수록 peak voltage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PECT 기법을 활용하

여 두께의 변화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 Spot 용접부 사이의 
PECT 신호

그림 10. Specimen 2의 가공 
후 

그림 11. Specimen 2의 두께 
변화에 따른 PECT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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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철도차량에 최적화된 PECT 센서

도시철도차량의 하부 구조물 side plate, side sill, rocker rail 등으로 구성된 다층구조물이며 각각 

spot과 fillet 용접부가 존재하며, 구조물의 두께는 약 10mm로 두껍고 용접부 사이에 공기층이 존재하

여 초음파탐상이나 일반적인 와전류탐상기법을 이용한 두께감소 및 부식에 따른 구조물의 비파괴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침투깊이가 깊고 공기층을 통과할 수 있는 펄스 와전류탐상기법(Pulsed Eddy 

Current Testing: PECT)을 도시철도차량 비파괴검사에 활용 가능성을 보았으나, PECT는 전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질의 물성변화에 민감하여 두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재질특성

에 맞는 최적화된 PECT 센서를 요구된다. 적용 가능한 센서제작을 위하여 그림 12와 같이 Probe를 설

계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두께변화에 따른 Probe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pecimen 1, 2을 모델링하

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Probe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께변화에 따른 피크값을 확인하였으

며 그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2. PECT Probe 평면도
(a) Specimen 1 해석 결과 (b) Specimen 2 해석 결과

그림 13. 두께변화에 따른 피크값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PECT probe를 사용하여 표준시험편에 대한 실제 측정을 수행하였

으며, 그림 14는 SUS301L의 두께 변화 측정을 위한 시험편 형상이다. 그림 15는 Probe Point에 따른 

voltage변화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서 voltage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

다.  

 

   

그림 14. 단일 SUS301L재질의 

두께 변화 측정을 위한 시험편
그림 15. SUS301L의 두께변화에 따른 피크값

5. 부식모델에 따른 부식특성

일부 도시철도차량은 제작시 차체 강판부위에 전착도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물에서 발

생하는 부식의 과정은 전착도장의 결함 또는 수명이 도래하여 전착도장과 강판 사이에 부식생성물이 형

성되고, 생성된 부식물은 젖음과 건조가 반복되는 과정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여 전착도장의 bli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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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박리를 유발하게 된다. 일단, 전착도장의 박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양극으로 작용하여 다른 

부분에 비해 부식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위 시험결과들은 시험편 제작시 코팅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며 실제 운행 중인 차량 중에는 도장이 된 차량들이 존재한다. 정밀진단

을 통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더라도 부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감육현상은 구조물 두

께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정밀진단시 검측된 부식량을 토대로 차량 수명연장에 따른 부식의 진전 상

태를 예상하고자 다음과 같은 부식모델을 활용하여 구조물의 두께감소량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부식에 의한 구조물의 두께감소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두께 감소량이고, 는 구조물의 사용시간이고, 는 부식률이다. 

도시철도차량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 위에 코팅이 되어 있어 코팅이 되지 않은 경우보다 부식수명이 

길어질 수 있으며 코팅을 고려할 경우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여기서, 는 구조물에 도장된 코팅의 수명이다. 

Guedes Soares와 Garbatov에 의해 제안된 부식모델은 부식 감소에 대한 미분방정식의 해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는 부식감소에 따른 long-term thickness이고, 는 시간 에 의한 부식에 의한 감소 

두께이며, 는 부식률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구조물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할 경우 부식률과 부식에 의한 감소두께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exp    

 ≦ 



 
















∞
     

 ≦ 

여기서, 는 코팅의 수명이고, 는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전이시간이다.

도표 2에 나타낸 변수와 그 값을 이용하여 부식량을 계산하였으며, 그림 16은 일반적인 부식모델과 

Guedes Soares와 Garbatov에 의해 제안된 부식모델에서 구조물에 코팅이 되지 않은 경우와 코팅이 된 

경우에 대해 부식 감소량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도표 2. 부식모델 변수들의 값   

        (Case Study)

Variable Mean

k 0.05, 0.1㎜/year

Tc 12year

Tt 10year


∞

1.85mm
(a) 부식률 0.05mm/year         (b) 부식률 0.1mm/year

그림 16. 부식모델에 따른 두께 감소량 경향(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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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다층구조 또는 이중 재질로 제작된 도시철도 차량 구조체에 대한 부식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PECT 

기법을 평가에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시험은 부식이 예상되는 부위의 재질 및 형상에 따른 표준

시편을 선정하여 시험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판정기준은 부식으로 인한 재료의 두께 변화를 

펄스와전류탐상 신호인 Zero Crossing 시간과 Pick voltage값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PECT 

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용에 따른 시험결과 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밀진단을 통하여 내구연한을 연장한 경우도 부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결

함발생은 구조체의 강도 등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결함부분에 응력이 집중되고, 결함이 성장하여 임계크

기에 도달하면 파괴에 이르게 되어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부식 등의 결함의 형태 

및 위치에 따른 응력상태나 파손수명 등을 예측하여 파손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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