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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속철도 산업의 핵심 요소  하나인 선로 환기는 열차의 진로를 제어해주는 부품으로, 해당 설비

의 노후화를 조기에 탐지하여 한 시기에 선로 환기를 교체하는 것은 안정 인 철도운 에서 매

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로 환기의 작동 시 발생하는 류 신호를 이용하여 선로 환기의 노후

화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선로 환기로부터 류 신호를 취득한 후, 주
수 도메인의 특징인 SK값으로 변환하여 특징벡터를 추출하고, PCA를 이용하여 SK벡터의 차원 축소와 

동시에 요한 특징들만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선로 환기의 노후화를 탐지하는 문제를 이진 클래

스 문제로 해석하여, 기계학습의 표  모델인 SVM을 이용하여 선로 환기의 노후화 여부를 탐지한

다. 실제 국내에서 운행 인 선로 환기의 류 신호를 취득하여 실험한 결과, 선로 환기의 노후화 

상황을 안정 으로 탐지함을 확인하 다.

1. 서론1)

   고속철도 산업의 핵심 요소  하나인 선로 환기는 열

차의 진로를 제어해주는 부품으로, 해당 설비의 노후화를 

조기에 탐지하여 한 시기에 선로 환기를 교체하는 것

은 안정 인 철도운 에서 매우 요하다[1]. 특히,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작동하는 선로 환기의 특성 상, 선로

환기의 부품들은 외부 충격을 자주 받게 된다. 이러한 외

부 충격들로 인해 선로 환기는 지속 으로 손상을 받게 

되며 이는 선로 환기의 미세한 균열이나  손상을 야

기하게 되어 결국 선로 환기의 노후화로 이어진다[2]. 그

러므로 안정 인 철도의 운 을 하여, 선로 환기가 받

는 스트 스를 해석하여 선로 환기의 한 교체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3].

   선로 환기에 한 최근의 연구 동향들을 살펴보면, 선

로 환기의 결함  스트 스를 조기에 탐지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철도 선진국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를 들면, Asada 등[1]은 선로 환기를 작동시키는 모터의 

류 신호와 압 신호를 이용하여 선로 환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Vileiniskis 등[4]은 

선로 환기의 류 신호의 변화를 이용하여, 미리 설정해 

† 교신 자

둔 threshold를 벗어나는지의 여부를 근거로 선로 환기의 

이상상황을 단하 다. 한 Eker 등[5]은 모터 류측정 

센서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특징 정보들을 PCA(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와 SVM(Support Vector Machine)

을 이용하여 drive rod가 비정상 으로 작동하는 상태인 

불일치 상태 여부를 탐지하 다. Lee 등[6]은 선로 환기의 

실제 작동 시 발생하는 소리 정보를 이용하여, MFCC 

(Mel-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s) 특징 벡터를 추출

하고, SVM을 이용하여 선로 환기의 이상상황을 탐지  

분류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선로 환기의 작동 시 유입되는 류 신

호를 이용하여 선로 환기의 노후화 상황을 탐지하는 시스

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선로 환

기로부터 류 신호를 취득한 후, 류 신호를 주 수 도

메인의 특징인 SK(Spectral Kurtosis)값으로 변환하여 특

징벡터를 추출하고, PCA를 이용하여 SK벡터의 차원 축소

와 동시에 요한 특징들만을 선택한다. 한 제안된 시스

템은 선로 환기의 노후화 문제를 이진 분류 문제로 해석

하여 이진 분류기의 표  모델인 SVM을 노후화 탐지기

로 설계하 다. SVM기반의 노후화 탐지기는 노후화된 선

로 환기의 교체 과 새롭게 교체 후의 선로 환기의 류 

신호를 구분하여 미리 학습하고, 노후화된 선로 환기의 

- 599 -



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2016. 11)

류 신호가 실시간으로 탐지될 경우 선로 환기의 리자

에게 알람을 경고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선로 환기의 노

후화 여부를 조기에 단하여 노후화로 인한 선로 환기의 

한 교체시기를 단함으로써 정된 사고를 사 에 

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선로 환기의 류 신호를 이용한 SVM 기반의 

노후화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로 환기의 류 신호를 이용

한 SVM 기반의 노후화 탐지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시

스템은 데이터 수집(Data Collector) 모듈, 특징 추출

(Feature Extractor) 모듈, 노후화 탐지(Deterioration 

Detector)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1) 선로 환기의 류 신호를 이용한 SVM 기반의 

노후화 탐지 시스템 구성도

2.1 데이터 수집 모듈

   데이터 수집 모듈에서는 센서로 부터 선로 환기를 작

동 시키는 모터의 류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2.2 특징 추출 모듈

   특징 추출 모듈은 선로 환기의 노후화 탐지를 하여 

데이터 수집 모듈로부터 받은 류 신호를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주 수 도메인

으로 변한 한 후, SK값[7]을 추출하고 PCA를 이용하여 

SK벡터의 차원의 크기를 축소함과 동시에 요한 특징들

만을 선택한다. 기 신호 분석에서 자주 쓰이는 웨이블릿 

분석은 변환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나, SK는 주

수 도메인에 있는 기존의 값을 증폭시켜서 사용하기 때문

에 정보의 손실 없는 효과 인 방법으로 평가된다[8]. 

2.3 노후화 탐지 모듈

   노후화 탐지 모듈에서는 선로 환기의 노후화 탐지를 

해 미리 훈련을 마친 SVM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유

입되는 류 신호의 노후화 여부를 탐지한다.

3. 실험  결과 분석

3.1 실험 데이터 획득

   SVM 기반 선로 환기의 노후화를 탐지하는 실험을 

하여 실제 국내 7개 역사의 선로 환기의 류 신호를 이

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총 1,061개의 데이터로, 

선로 환기를 교체한 날짜를 기 으로 교체 과 교체 후

의 2개의 Class로 분류하 다(표 1 참조).   

   

<표 1> 노후화 탐지를 한 데이터 셋

개 수

교체 Total : 528개

교체 후 Total : 533개

(a) 선로 환기의 류 신호(이상 인 그래 )

(b) 선로 환기의 류 신호(구분이 힘든 그래 )

(그림 2) 류 신호 그래

   교체 과 교체 후의 류 신호를 비교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a)는 선로 환기의 이상 인 류 신호로써 

교체 과 교체 후의 그래  형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선로 환기의 모든 류 

신호가 그림 2(a)와 같이 이상 인 형태를 가지지는 않는

다. 그림 2(b)를 보면 그림 2(a)와는 다르게 육안으로는 교

체 과 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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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징 추출  특징 선택

   선로 환기에서 취득한 류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하여 Matlab 2014b를 사용하여 주 수 도메인에서의 

SK값들을 추출하 다(식 1 참조). 

⌗ 
∈



∈


  (1)

   1번 수식에서 는 주 수 역을 의미하며 는 

에서의 SK값을 뜻한다. 는 계산된 STFT의 개수이며, 

STFT의 네제곱은 첨도 기댓값(분포의 뾰족한 정도의 측

도), STFT의 제곱은 분산을 뜻한다. 추출된 SK의 차원은 

총 256차원이며, 교체 과 교체 후의 SK 그래 는 그림 

3과 같다. 추출된 256차원의 SK벡터는 PCA를 이용하여 

기존 비 약 92.18%인 20차원으로 축소하 다.

(그림 3) 류 신호에 한 SK값의 그래

   

3.3 류 신호를 이용한 선로 환기의 노후화 탐지

   류 신호의 SK값을 이용한 선로 환기의 노후화 탐지 

실험은 표 1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교체 의 데이터 528

개와 교체 후의 데이터 533개의 류 데이터를 상으로 

R 3.2.3 버 을 이용하여 SVM 실험을 수행하 다. 체 

데이터 셋의 50%를 랜덤으로 선택한 데이터로부터 grid 

search 방법을 이용하여 SVM의 상  요성을 조정하

는 상수(trade-off constant) C 값은 5.0으로, RBF(Radial 

Basis Function) kernel의 계수 값인 gamma는 0.0625로 

설정하 다. Grid search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데이터 셋에 해서 10 fold-cross validation으로 노후화 

탐지의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성능 측정을 한 지표로는 DDR(Deterioration 

Detection Rate: 노후화 탐지율), FPR(False Positive Rate: 

노후화가 아닌 데이터가 노후화 데이터로 오탐지된 비율), 

FNR(False Negative Rate: 노후화인 데이터가 노후화가 

아닌 데이터로 오탐지된 비율)을 사용하 고, 각각의 수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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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들에서 는 노후화 데이터의 개수, 는 노후화 

데이터를 노후화라고 정상 으로 탐지한 데이터의 개수, 

는 노후화가 아닌 데이터의 개수, 는 노후화가 아닌 

데이터를 노후화라고 잘못 탐지한 데이터의 개수, 는 노

후화 데이터를 노후화가 아니라고 잘못 단한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한다.   

   실험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선로 환기의 DDR은 

95.83%, FPR과 FNR은 각각 0.00%, 4.17%라는 안정 인 

실험 결과를 확인하 다. 

<표 2> 선로 환기의 노후화 탐지 실험 결과

DDR FPR FNR

95.83% 0.00% 4.17%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로 환기의 류 신호를 이용하여 선

로 환기의 노후화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

된 시스템은 먼 , 선로 환기의 운행 시 발생하는 류 

신호를 취득하여 주 수 도메인으로 변환 한 후, SK값을 

구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PCA를 이용하여 특징 벡터의 크

기를 축소하 다. 마지막으로, 선로 환기의 노후화 탐지를 

이진 클래스 문제로 해석하여, 기계학습의 표  모델인 

SVM을 이용하여 선로 환기의 노후화 여부를 탐지하

다. 실제 국내에서 운행 인 역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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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로 환기의 류 신호를 

이용한 SVM 기반의 노후화 탐지 시스템을 실험 으로 검

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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