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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고속열차 고속 궤도검측시스템

High Speed Rail Measurement System of HSR-350x

김상수†·박춘수*

Sang-Soo Kim·Choon-Soo Park

Abstract Korean Train Express (KTX) has opened to commercial traffic since 2004 at maximum speed 300km/h. As
the speed of the train becomes higher, the conditions of the rail affect the behavior of the running train. To sec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high speed railway, it is necessary to inspect rail irregularities and to maintain the rail regularly.
The authors designed the high speed rain measurement system over 300km/h. And we installed the system to Korea
High-speed Railway (HSR 350x).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high speed rail measurement system for HSR 350x
and show verific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rough test runs. 

Keywords : Track Irregularity, Track inspection, Measurement system, High speed railway

요 지 고속선에서의 궤도틀림은 차량의 주행 안정성 및 소음, 진동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차량
의 흔들림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선로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고속의 궤도검측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고속열차에 고속 궤도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
전 시험을 통하여 검측된 궤도 검측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어 : 궤도틀림, 궤도검측, 검측시스템, 고속열차

1. 서 론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열차의 속도가 고속화

되고 이에 따라 열차의 주행속도뿐만이 아닌 승차감, 환경

친화성 등 쾌적한 고속철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끊임없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열차가 최대 속도

300km/h로 주행하는 고속철도에서의 궤도의 유지 및 보수

는 기존선과는 다른 개념의 보수를 필요로 한다. 고속선에

서 궤도틀림의 진행이 기존선의 궤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크며, 궤도틀림의 변화가 열차동요 등의 변화에 크게 영향

을 미친다. 열차를 지지하고 원활하게 유도하는 궤도는 하

부로 전달되는 하중을 완화하여 구조물을 보호한다. 또한

열차의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은 궤도의 성능에 따라 직접

적인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의 환경소음 및 진동은 궤도의

틀림에 의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궤도 분야는 차

량의 흔들림을 억제하고 선로 시설물의 신속 정확한 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정밀 및 고속 검측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프랑스에서 300km/h에서 궤도 검측 시스템

이 장착된 차량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에서도 궤도 등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서는 고속선 검측을 위하여 Roger 1000K를 도입하여 운

용하고 있으나, 160km/h의 속도로 고속선을 검측하여 검측

주기 및 반복 검사에 한계성이 있다.

한편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고속열차는 2004년에 세

계 4번째로 350km/h 증속시험에 성공하였고, 경부고속선

로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 한국형고속열차는 종합계측시스

템을 구성하여 400여개 이상의 채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

고 있으며,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의 궤도검측시스템을 한국형고속열차에 설치하고, 고속

에서의 검측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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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궤도검측시스템

2.1 궤도틀림의 종류

고속철도 선로의 검측은 열차의 주행 안정성과 레일의 손

상을 포함한 단파장과 중파장 궤도 틀림 및 특히 승객의

승차감에 큰 영향을 주는 장파장의 측정이 요구된다. 이러

한 궤도 틀림은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 궤간틀림 : 좌우 레일 간격의 틀림

② 수평틀림 : 궤간의 기본 치수에서의 좌우 레일의 높이차

③ 면(고저)틀림 : 레일 상면의 길이방향 요철

④ 줄(방향)틀림 : 레일 측면의 길이 방향의 요철

⑤ 평면성틀림 : 평면에 대한 궤도의 비틀림

2.2 궤도틀림검측방법

선로의 검측을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관성법과 3점을 측

정하여 레일의 변위를 구하는 종거법, 그리고 두 방법을 혼

용하여 사용하는 측정 방식등이 사용된다. 카메라 및 레이

저등 광학 기술의 발달로 비접촉식으로 위 방식을 실현하

는 경우가 많다. 한국형고속열차에 설치된 고속궤도검측시

스템은 관성측정법을 이용한 검측시스템이다.

관성측정법의 원리는 가속도가 변위의 2차 미분이라는 원

리를 이용하면서, 가속도를 검출하여 이것을 2회 적분함으

로써 궤도틀림을 구하는 검측방법이다. Fig. 1과 같이 차축

에 가속도를 설치하면, 레일과 휠의 접촉에 의해 레일의 틀

림이 직접적으로 휠에 전달되어 차축에 전달되어 이 가속

도 센서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궤도 틀림에 의한 가속도

변화를 알 수 있어, 열차 주행시 궤도 선형과 궤도 틀림의

영향이 항상 나타난다. 고저 궤도 틀림량을 d라하고, 열차

의 속도 v, 파장 l일때, 가속도 진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종래의 관성법은 차축 혹은 차체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가속도 값을 2회 적분하여 변위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최근 광학 시스템의 발달로 열차의 1곳에서 직접 레일

의 변위를 구하고, 센서 프레임의 거동을 보정하기 위하여

관성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Fig. 2와 가능하게 되었다. 한

국형고속열차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궤도검측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고, 완성된 시스템은 현재 최고속도 320km/h의

검측이 가능하다.

3. 한국형고속열차내 설치

Fig. 3은 한국형고속열차의 개략도이며, 본 궤도검측시스

템은 TT2와 TT3사이에 있는 #5번 대차에 설치되었다. 계

측기의 각 구성품은 열차의 편성 및 대차 분리시 차량마다

설치된 계측기는 분리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본 절

에서는 설치된 궤도검측시스템의 항목을 설명한다.

3.1 위치정보 시스템

열차의 위치를 제공하는 킬로 정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

로 대차 윤축에 설치된 2기의 엔코더를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차륜의 슬립, 곡선등 에서의 주행거리 차이로 인한 오

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비한다.

① 특이점 입력시스템 구비

열차 주행시 시설물(교차로, 열차역, 터널 등)의 궤도 위

치 자료의 입력으로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 시설물에는 각 지점마다 지정된 KP값이 있으므로, 엔

코더로 계산한 KP를 보정토록 한다.

② GPS 위치 정보 활용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열차 상부에 GPS를 설치

하여 GPS 정보로부터 열차의 위도 및 경도를 파악한다. 이

때 구해진 위치정보는 궤도데이터와 같이 저장되므로, KP의

오차가 있다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3.2 대차 및 차체 설치 장비

고속카메라 2기, 레이저 2기, 관성장치 1기, 센서 고정용

프레임 1대가 대차에 설치되어 레일의 상태를 측정한다. 카

aamp d 2π( )2 v
l
--
⎝ ⎠
⎛ ⎞

2
⋅ ⋅=

Fig. 1. Principle of Inertial measuring method

Fig. 2. Inertial Method using Laser and Camera

Fig. 3. Feature of HSR 35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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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및 레이저 등 차량 하부에 장착되는 장비에 대하여

강화 유리등을 설치하는 등 자갈비산에 대한 장비 보호 장

치 등을 마련하고 있다. 레이저의 투사상태를 현시하는

warning box 2기가 차체에 설치되어, 레이저 발사시 경고

를 표시한다. 또한 고성능 엔코더 2개를 윤축에 설치하여

위치를 파악하게 한다.

3.3 차량내 설치 장비

카메라 및 관성장치로 부터의 신호처리용 VME rack과

궤도검측시스템 제어용 서버컴퓨터, 데이터 처리용 워크스

테이션등 총 3대의 컴퓨터로 구성된 전자장비가 한국형고

속열차 TT3 계측실에 설치되었다. 또한 카메라 및 레이저

의 렌즈에 부착되는 오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 분

사장비가 TT3에 설치되어, 3분 간격으로 5초 동안 분사되

도록 세팅되어 있다.

4. 고속궤도검측 시험

4.1 반복성 궤도검측 시험

한국형고속열차에 궤도검측시스템을 설치 한후 2007년 7

월 12일~19일까지 대전 ↔ 동대구 상행 및 하행 구간을 최

고속도 300km/h로 5회 왕복 시운전시험을 실시하였다. 궤

도검측시스템의 데이터는 Fig. 7과 같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였다.

검측된 데이터를 반복 오차의 분산을 분석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열차의 시운전 시험 결과 총 10km

의 평가 구간을 각각 200m로 나누어 이 중 95% 이내의

값을 계산하였다[2]. 이는 궤도검측시스템에 요구되는 측정

신뢰값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Fig. 8에 반복성 평가된 장파

장 면틀림의 예를 나타내었다. (a)는 좌측 레일, (b)는 우측

레일의 계산 결과이다. x축은 200m길이의 평가 구간 50개

이며, y축은 반복성 오차[mm]를 나타낸다. 각 평가 구간의

반복성 오차중 95%분포의 계측값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을

Fig. 8에서 점선으로 나타냈다. 평균값은 BS EN 13848-2

의 반복성 규정 중 면틀림 한계 3mm를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다[2].

Fig. 8과 같이 계산된 각 항목별 반복성을 계산하여, 각

항목당 평균값의 계산 결과가 Table 1과 같다.

Suf는 면틀림, Align은 줄틀림, Gauge, Super, Twist는

Fig. 4. GPS antenna to HSR 350x

Fig. 5. Rail irregularity measuring system

Fig. 6. VME rack

Fig. 7. Meas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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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간, 수평, 평면성 틀림을 가리킨다. Table 1에서 Limit

는 궤도검측시스템의 각 항목 당 반복성 규정[2]을 나타내

며, L과 R은 각각 서울 진행 방향의 왼쪽 및 오른쪽 레일

을 의미한다. 또한 D1, D2, D3은 궤도의 파장 분류를 나

타내며, 면틀림 및 줄틀림의 파장 영역은 Table 2와 같다.

Table 1의 시험 결과는 각 항목의 반복값이 규정치를 만족

함을 알 수 있다.

4.2 궤도 선형 검측 시험

궤도검측시스템은 고속주행시에도 곡선 통과시 완화곡선

및 곡선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고 있다. 경부고속선

로 궤도검측데이터에서 수평틀림항목은 캔트량을 포함하고

있고, 완화곡선 및 곡선부에서의 캔트량을 검측할 수 있다.

경부고속선에서의 궤도선형 검측 시험을 수행하였다.

KP142.2~146.2에서 검측된 곡선부의 캔트량 및 곡률반경

을 Fig. 9에 나타내었다. x축은 궤도검측시스템에서의 KP

이며, y1축은 검측된 캔트량, y2축은 측정된 곡률을 나타

Fig. 8. Repeatability Evaluation of Longitudinal Rail Irregularity

Table 1. Repeatability Test Result

(a) Upward Line

Limit Value

LSurf D3 3.0mm 0.37mm

RSurf D3 3.0mm 0.39mm

LSurf D2 1.0mm 0.17mm

RSurf D2 1.0mm 0.18mm

LSurf D1 0.5mm 0.22mm

RSurf D1 0.5mm 0.23mm

LAlign D3 4.0mm 0.18mm

RAlign D3 4.0mm 0.19mm

LAlign D2 2.0mm 0.12mm

RAlign D2 2.0mm 0.13mm

LAlign D1 0.7mm 0.55mm

RAlign D1 0.7mm 0.59mm

Gauge 0.5mm 0.20mm

Super 1.5mm 0.73mm

TwistA 1.0mm 0.19mm

b) Downward Line

Limit Vaule

LSurf D3 3.0mm 0.86mm

RSurf D3 3.0mm 0.83mm

LSurf D2 1.0mm 0.28mm

RSurf D2 1.0mm 0.27mm

LSurf D1 0.5mm 0.31mm

RSurf D1 0.5mm 0.30mm

LAlign D3 4.0mm 0.22mm

RAlign D3 4.0mm 0.23mm

LAlign D2 2.0mm 0.23mm

RAlign D2 2.0mm 0.22mm

LAlign D1 0.7mm 0.24mm

RAlign D1 0.7mm 0.48mm

Gauge 0.5mm 0.20mm

Super 1.5mm 0.76mm

TwistA 0.7mm 0.13mm

Table 2. Wavelength Range

Parameter Wavelength Range 

 Surf D3  3m < λ ≤25m

 Surf D2 25m < λ ≤70m

 Surf D1 70m < λ ≤150m

Align D3  3m < λ ≤25m

Align D2 25m < λ ≤70m

Align D1 70m < λ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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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부고속선의 하행선 4곳에서 측

정을 실시하였다. 검측값과 고속선로도에 표시된 값(설계

값)을 비교하면 Table 3과 같다. 계측값과 시설물의 정보의

오차는 곡선반경이 최대 151m, 캔트량은 1mm 이내로 매

우 근접한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고속선로 유지보수 규정

중 캔트량이 9mm 이상 설계치와 다를 경우 유지보수를 실

시해야하는 관리 규정에 의하면, 본 시설물은 1mm 이내의

오차로 양호한 상태임을 궤도검측시스템의 검측 결과로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00km/h 이상의 고속에서 실시간 궤도 검

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작하여, 한국형고속열차에 설치하

여 본선 시운전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논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궤도검측시스템을 시험 열차인 한국형고속열차에 설치하

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본 시스템으로 영업선로 300km/h에서 궤도계측이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계측된 데이터는 매우 정밀한 반복성을 갖고 있어, 데이

터의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설치된 궤도검측시스템은 궤도 불규칙 및 궤도 선형의 측

정도 가능하며, 계측된 궤도 선형이 기준에 적합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 의하여 설치된 궤도검측시스템은 영업선로에서

계측이 되고 있으며, 검측된 데이터의 누적 경향 및 철도

차량의 동적거동의 비교 연구 등을 향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궤도검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로의 유지보수 등에 충

분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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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ack Geometry at KP 142.2~146.2

Table 3. Rail Alignment Measuring Results

구분 위치 계측값 설계값 오차

(a) KP142.4

∼147
금강2교

R=6849 R=7,000 151m

C=129.97 C=130 0.03mm

(b) KP216.3
~227.4 황학터널

R=14,925 R=15,000 75m

C=49.31 C=50 0.69mm

(c) KP220.4
~222.5 봉산천교

R=10,122 R=10,000 122m

C=90.03 C=90 0.03mm

(d) KP228.3
~330.2 모암고가

R=8,065 R=8,000 65m

C=114.19 C=115 0.81mm

※ R은 곡선 반경[m]을, C는 캔트량[mm]를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