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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ailway industry has been developed not only functional parts such as acceleration and high performance 

of the railway but also emotional parts such as improved ride comfort and blocking noise. However, some 

important components of railway such as wheel and rail always had exposed too much operation time, cyclic load 

and rolling contact directly. The variations of load, vibration and chemical compositions were caused of wheel and 

rail having a lot of different types of contact fatigue dam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spec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y in order to ensure safety and reliability of railway. Many researchers have already been 

reported the technology. Magnetic camera, one of the non-destructive testing technique can be used to inspect and 

evaluate the changes of magnetic field in ferromagnetic and paramagnetic materials with cracks. When an 

electromagnetic is applied to a specimen, a magnetic field will be distorted around a crack on the specimen. In 

present paper, the distribution of magnetic property in wheel with cracks using magnetic camera had investigated. 

The crack can be detected and evaluated by distribution analysis of magnetic field. The magnetic camera technique 

can be detected and evaluated the crack by rolling contact fatigue.

1. 서론

철도 산업은 철도 차량의 고속화, 고성능화 등과 같은 기능적 발전뿐만 아니라 승차감 향상, 외부 소

음차단 등과 같은 감성적 부분도 발전하고 있다. 즉 과거에 철도가 단순히 승객을 수송하는 수단이었다

면 지금의 철도는 기술적 향상만이 아닌 승객에게 보다 편안한 느낌을 제공하는 교통수단인 것이다. 이

러한 주행의 안정성과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는 철도 차량의 차륜과 레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

나 차륜과 레일은 항상 많은 운행 시간과 반복 하중 및 구름 접촉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차륜과 레일

같이 접촉 면적이 작은 경우, 접촉면에 높은 응력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차륜과 레일에는 시간

의 경과, 부하, 진동, 화학적 변화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접촉 피로손상이 발생 한다[1-2]. 접촉 

피로 손상으로 알려진 Head check, Squats, Shelling 등을 방치하면 균열의 성장으로 파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레일이나 차륜 표면층을 삭정함으로써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주

기적 혹은 일시적 삭정은 언제나 비용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차륜과 레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 

및 경제적 비용 절약을 위한 검사 기술 및 유지보수 기술이 더욱 요구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많은 연

구가 수행 되었다[3-10]. 

운전 중인 철도 차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차륜이나 레일에서 직접 시험편을 채취하여 결함의 유무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직접 시험편을 채취할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손상과 가동 중

단, 시험편 채취과정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요인의 혼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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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최대한 손상을 가하지 않고 손상 정도를 검사하여 안전성을 예측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법

(Nondestructive Testing, NDT)이 주목 받게 되었다. 

자기카메라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재료에 내제된 결함의 자기장 변화를 정량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 기술 중 하나다[11-13]. 직류와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전류를 금속이나 유도체에 부여하면 피대상체의 결함 주변에서 자기장의 흐트러짐이 발생 한다. 이

러한 전자기장의 흐트러짐을 비접촉식으로 취득하여 해석함으로써 결함의 검출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파괴 검사 방법인 자기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속철도 차륜에 발생하는 결함의 자

기적인 특성 변화를 측정하고, 접촉 피로 손상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유용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2. 자기카메라의 원리

자기카메라는 검사대상체, 자원, 1 혹은 2차원 배열된 자기센서, 3차원 형상의 자기렌즈,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인터페이스, 컴퓨터로 구성된다. 대상물이 강자성체인지 또는 상자성체인지에 따라, 전자

석[14], 유도전류[15], 헬름홀츠코일 또는 지자기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결함이 존재하는 대상체

에 자기장을 인가하면 결함 주변에서 누설자속이 발생하고 자기렌즈에 의해 집속되며, 배열된 자기센서

에 의하여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또한 누설 자장 분포는 실시간으로 가시화되고, 해석을 위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기렌즈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2.1 자원 및 자기센서

Fig. 1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원과 자기센서의 개요도이다. 자원은 말굽형태의 실리콘강판 코

어에 1300turn의 코일이 감겨있으며(이하, 전자석), 전자석 자극선단 사이에서는 선형 자화가 형성된다. 

자기센서는 32개의 홀센서를 웨이퍼 상에서 0.52mm 간격으로 배열(이하, LIHaS)하였다. LIHaS를 이

용하면 보다 고공간 분해능의 자기 영상을 센서간 lift-off의 차이가 없이 취득할 수 있다[16-17]. 

LIHaS의 배열방향을 y축, 차륜의 회전 방향을 x축, 시험편 표면의 수직방향을 z축이라 할 때, LIHaS의 

배면에 전자석을 설치하면, 자극 선단에서 x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한다. 이때, xy-평면상의 강자성체 시

험편이 전자석에 접근하면 시험편 표면에 자속이 집속된다. 시험편에 결함이 존재한다면, 결함의 존재에 

의하여 누설자속이 발생하며, 결함의 길이방향이 자화방향(x방향)과 수직일 때 누설자속은 최대가 된다. 

한편,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스캔형 자기카메라에서 ∂VH/∂x 분포는 결함 탐상과 평가의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18]. ∂VH/∂x 분포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19]. 

Fig. 1 Small electromagnetic coil operated by direc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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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nearly integrated 32 InSb Hall sensor array on a NiZn ferrite w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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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호처리장치

Fig. 3은 신호처리의 개요도를 나타낸다. LIHaS의 출력 전압(VH)은 독립적인 32개의 차동증폭회로와 

연결되어 각각 증폭된다. 자기센서와 1:1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S/N비를 높이고, 증폭된 자기장의 신

호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이하, ADC)에 의해 16bit의 분해능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컴퓨터로 

전송된다. 수식(1)에 의해 디지털 신호는 ∂VH/∂x 처리되고, 결함의 존재를 나타내는 ∂VH/∂x 지정 

값보다 클 경우 결함 지시 신호를 즉시 출력하거나 모니터를 통해 디스플레이 된다. 수식(2)에 의해 ∂

VH/∂x|tatal 값은 결함의 정량 평가에 사용 된다.

본 연구에서는 INA126 상용 증폭기를 사용하여 입력되는 결함신호를 60dB로 증폭한다. ADC는 

National Instruments의 PCI-6259를 사용하여 1MS/s의 속도로 AD변환을 수행하였다. ADC의 분해능, 

입력신호전압, 정밀도는 각각 16bit, -10V~10V, 1920uV 이다.

Fig. 3 A block diagram for the signal processing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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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고찰

3.1 시험편 및 시험조건

종류 인장강도 MPa 연신율 %

차륜 835~960 11~14 이상

레일 60N 1080 이상 8이상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s

    
Fig. 4 Geometry and size of specimen 

[unit: mm]

Fig. 4는 실험에 사용된 구름접촉 시험편의 채취 위치와 형상 및 크기를 나타낸다. 시험편은 차륜의 

림 부분과 레일의 두부에서 환봉 형태로 채취한다. 시험편은 내경 25mm, 외경 50mm 폭 10mm로 연마 

가공하여 제작되며, 차륜과 레일 시험편은 동일한 크기이다. 차륜 시험편과 레일 시험편의 접촉면의 형

태를 동일하게 하여 선 접촉이 일어난다. 시험편 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은 Table 1에 나타낸다. 

Fig. 5는 구름접촉 시험 장치의 개요도이다. 시험편의 회전방향을 x방향, 시험기의 회전축 방향을 y방

향,  x-y평면에 수직한 방향을 z방향이라 할 때, x축을 따라 이동 가능한 차륜 시험편과 x축에 고정된 

레일 시험편을 접촉시켜 시험을 수행하였다. 차륜 시험편에 500Kgf의 접촉압력을 x방향으로 가하면서 

레일 시험편과 구름접촉이 되는 조건을 선정하였다. 두 시험편은 시험편의 반경과 기어비에 따른 슬립

율을 0.5%로 유지하며 500rpm으로 회전한다. LIHaS는 회전하는 차륜 시험편의 상부에서 lift-off가 

0.5mm이다. LIHaS와 전자석에는 정전류 160mA와 250mA를 각각 입력한다. 차동증폭 회로와 

ADC(PCI-6259)의 증폭율과 변환 속도는 각각 60dB, 1MS/s 이다. 실험은 무윤활 상태로 상온·대기 중

에서 공기를 연속적으로 시험편과 레일 사이에 직접 분사하여 마모입자를 제거하며 수행하였다. 구름접

촉 시험은 최종 회전수를 1.2×10
6
번으로 하고 1×10

5
번 마다 구름 접촉면에 대해 자기카메라 영상을 

얻도록 하였다. 시험기는 적용하중, 토크, 슬립율, 회전수 등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컴퓨터에 10sec 마

다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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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olling Contact fatigue Tester

Fig. 6 Rolling contact surface of specimen in silp ratio 0.5%

3.2 고찰

Fig. 6은 무윤활 상태에서 슬립율이 0.5%일 때 실험이 진행됨에 따른 차륜 표면의 확대 사진을 나타

낸다. Fig. 6(a)는 1×10
5
번까지 시험한 시험편 표면의 영상을 나타낸다. 시험편의 표면 전체에서 길이

가 0.33mm정도인 균열이 발생하였고, 일부 부분에서 최대 0.42mm의 균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발생된 

균열은 대부분 차륜 시험편의 회전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였다. Fig. 6(b)는 3×10
5
번 시험한 

시험편 표면으로 대부분에서 길이가 0.2mm이하인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Fig. 6(c)는 5×10
5
번 까지 시

험했을 때 시험편 표면의 대부분에서 길이가 0.12mm이하인 균열이 발생하였다. 발생된 균열들은 크기

가 고르고 넓게 발생하였으며,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d)는 7×10
5
번까

지 시험한 결과이다. 발생된 균열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마모에 의해 사라지는 현상이 관찰할 수 

있었다. Fig. 6(e)는 1×10
6
번까지 시험한 결과로써 시험편 전체 부분에서 다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

다. 결함의 길이는 0.1mm 정도였으며, 발생되었던 균열은 계속 성장하여 그 길이가 0.25mm까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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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1.2×10
6
번까지 시험한 결과인 Fig. 6(f)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 차륜의 구름 접촉시험 동안에 발생한 마찰계수 변화를 나타낸 Fig. 7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윤활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마찰 계수가 0.3 까지 발생하였고, 시험 횟수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였다. 시험초기에는 높은 부하 하중에 의해 비교적 큰 결함이 발생하지만, 차륜과 레일 시험편

의 슬립율이 0.5% 으로써 실제로는 최고 슬립이 일어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두 시험편에 작용하는 마찰 

계수 또한 크게 되어 많은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균열의 크기보다 마모에 의해서 

상쇄되는 균열이 크거나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균열은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 횟수가 

8×10
5
번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험편의 표면이 매끄러워지며 마모량은 줄어들고 다시 결함이 생겨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차륜 표면에 전체적으로 발생한 결함을 육안 탐상뿐만 아니라 자기카메라에 의해서도 

탐상할 수 없었다. 실험에 사용된 자기카메라의 최대 공간 분해능은 0.52mm로써 결함의 길이가 

0.52mm이하로 발생할 경우 1 pixel의 영상으로 표현되거나 탐상하지 못한다. 또한 결함의 길이와 깊이

가 작음으로써 결함 주변의 누설자속도 적어져 탐상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비교적 큰 균열이 있는 

시험편을 자기카메라를 이용하여 구름접촉 피로 손상의 탐상과 정량평가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Fig. 7 Relationship between coefficient of friction and 

cycles

Crack 

no.

True size

(length, width)

Estimated [unit:mm]

Size

(length, 

width)

Volume,
(∂VH/∂x|tatal)

① 2.08, 3.01 2.8, 2.6 0.5765

② 3.12, 2.75 3.4, 2.6 1.5355

③ 0.78, 0.51 0.5, 1 0.0908

④ 1.04, 1.89 2.5, 1.2 0.3751

⑤ 3.64, 5.35 2.9, 5.1 1.6971

⑥ 1.04, 0.57 1.1, 0.4 0.1437

⑦ 1.56, 1.24 1.8, 0.6 0.3915

⑧ 4.16, 6.31 4.5, 5.7 2.3237

⑨ 0.52, 1.04 1.4, 0.7 0.0789

⑩ ※ 1.1, 0.7 ※

⑪ 3.12, 3.17 3.1, 3 2.3441

Table 2 Comparison of estimated size and tru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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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perimental ∂VH/∂x images and actual images of specimen

Fig. 8은 균열이 포함된 차륜 시험편의 실제 사진과 500rpm에서의 자기영상을 각각 나타낸다. 자기영

상의 점선 부분은 차륜 시험편의 위치를 나타낸다. 한편 ∂VH/Δt는 시간에 대한 미분치이다. 선형적 회

전 속도에서 Δt는 선형적이므로 Δx로 치환하여 사용된다. 수식 (1)에 의해 일정값 이상의 ∂VH/∂x값

을 통해 검사자가 설정해 놓은 지시값 이상일 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식 

(2)를 이용한 추정된 결함의 길이 평가와 체적 평가값을 Table 2에 나타낸다. 500rpm 속도에서도 결함

을 탐지할 수 있으며, 균열 ③은 균열 ⑥과 함께 가장 작은 결함이며, 길이가 1mm, 폭은 0.4mm 이하 

이다. 또한 균열 ⑤과 ⑧번은 차륜의 회전방향에 대하여 수직한 형태의 정방형 결함이 연속적으로 떨어

져 나간 형태를 나타낸다. 이로 인하여 자기카메라의 자화시 균열 내부에서 자기장의 상쇄로 인하여 누

설 자기장의 본포가 교번하다. 차륜 시험편의 선단부분에서 균열이 성장하여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초

기 쉘링 현상인 ①, ②, ④, ⑪균열도 탐상 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시험

편 표면의 자기장 변화(⑦과 ⑧사이부분, ⑧과 ⑪사이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제안된 자기카

메라 기술은 결함이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손상거동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러나 균열 ⑩은 탐상할 수 없었다. 육안 탐상시 균열의 길이가 1.1mm이상 이었지만, 깊이가 0.1mm로

써 깊지 않아 작은 누설자속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카메라에 의하여 직경 1mm이상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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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충분히 검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균열이 육안으로 관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균열이 발생

하고 성장하며, 마모로 인하여 생성되었던 균열이 소멸되거나 탈락하는 과정 등의 경년열화 등을 탐지

할 수 있음을 보인 연구 결과로써, 향후 실험 조건의 개선에 의하여 피로균열과 경년열화 현상을 증명

할 예정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름접촉에 의해 차륜 표면 및 표면 근방에 발생하는 균열의 비파괴 검사를 위하여, 

웨이퍼상에 선형으로 배열된 고공간 분해능의 자기센서(LIHaS)와 말굽형태의 소형 전자석을 이용한 자

기카메라를 제안하였다. 실제 차륜과 레일에서 시험편을 채취하고, 구름접촉 시험 장치에 의하여 고속철

도 차륜에 부여되는 하중과 비슷한 실험환경을 설정하여 구름접촉 부위의 자기적인 특성 변화를 측정하

였다. 자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로 결함을 탐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500rpm의 속도에서 폭0.5mm, 길이 1mm 이상의 정방형 결함을 탐상하고, 지시할 수 있었다.

(2)500rpm의 속도에서 결함의 형태를 판별할 수 있었으며, 크기도 추정할 수 있었다. 

(3)향후, 실험 조건의 개선에 의하여 피로 균열 성장 모니터링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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