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주행 중 측정된 철도 차량의 진동 또는 소음 신호는 비정상

(non-stationary) 신호이기 때문에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다. 

철도 차량의 윤축, 대차, 차체 등에서 측정된 진동 가속도에

는 차량 자체의 진동특성과 함께 차륜과 궤도의 접촉에 의한 

영향이 나타난다. 전자는 차체, 바퀴, 대차 등의 고유진동 특

성이 가속도 데이터에 반영된 것으로 STFT에서는 시간에 

관계없는 특정한 주파수에서의 피크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반면에 침목 위치에서의 궤도 강성 변화에 의하여 가진되는 

성분은 차량의 속도에 따라 주파수 특성이 변화하게 되며 이

를 parametric excitation[1]이라고 한다. 침목뿐만 아니라 궤

도의 용접부나 차륜에 존재하는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의 경우도 발생 주파수가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데, 본 논문

에서는 이를 고유 특성에 의한 진동(resonant vibration)과 구

별하여 운동학적 진동(kinematic vibration)이라고 칭한다. 운

동학적 진동의 원인은 침목 간격이나 궤도의 용접부와 같이 

동일한 간격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오더(order) 분석을 적용

하여 그 성분을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오더 분석은 주로 회전체의 진동이나 소음 데이터를 분

석하는데 활용되는 방법으로 회전 속도나 차수에 따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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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Short-time Fourier transforms(STFT)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조화성분을 가지는 신호의 분석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방법이다. 철도차량의 진동신호에서 많이 발견되는 운동학적 진동은 조화 특성이 속도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

로 변하기 때문에 오더 분석 방법과 상관함수를 이용하면 STFT 분석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속도 신호를 구할 수 없거나 잡음이 많을 때 상관함수를 이용하여 신호를 재추출하여 오더 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이 방법을 한국형고속열차의 운행 중에 취득한 차축 및 차체 진동데이터의 분석에 적용하여 기존의 

STFT와 오더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비교 하였다.

주 요 어 : 운동학적 진동, 오더 분석, 파수 스펙트라, 파라메트릭 가진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2권 제6호 2009년 pp. 989-995



최성훈  Takeru Igusa  박춘수

99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2권 제6호 2009년

성을 보기 위해 사용한다[2,3]. 오더 분석은 일반적인 주파

수 분석과는 달리 동일한 거리 또는 회전각도 증가에 해당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본추출빈도(sampling 

rate)는 회전 속도에 비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전기계에 

대한 오더 분석에는 회전속도계(tachometer)의 신호에 따라 

표본추출빈도를 변화시키는 아날로그 계측기를 사용하거

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추출한 디지털 데이터를 일정한 

회전 각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재추출(re-sampling)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오더 분석의 개념을 적용하여 철도 차량

의 진동 신호의 시간-주파수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5]. 철도차량에 대한 시험에서 

속도 신호는 차량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속도 신호를 직접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전

속도계를 장착하여 속도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간이 회전속도계는 차축 회전 당 하나의 신호

만을 받기 때문에 특히 저속에서 속도신호의 정확성이 떨

어지게 된다. 또한 철도 차량에 대한 현장 시험은 시험선이 

아닌 영업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속도 신

호를 얻기가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신호에 잡음이 

많거나 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오더 분석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된 진동신호의 상관관계

(correlation)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관관계를 

이용한 방법은 원래 유체 동역학에서 유동의 속도를 측정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유체 동력학에서는 빛을 반

사하는 입자를 유체 내에 뿌리고 광원을 조사하여 반사되

는 형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유동장을 가시화 한다. 이 때 

연속해서 찍은 두 장의 사진에 있는 입자의 위치에 대한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해 입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를 산출하여 속도를 구한다[6].

2절에서는 오더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 간격

으로 추출한 진동데이터를 일정한 거리에 대한 함수로 변

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철도 차량

의 운동학적 진동이 속도에 비례하여 변하는 점을 이용하

여 속도를 다항식으로 가정한 뒤, 연속하여 측정한 가속도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최대로 만들도록 하여 다항식의 

계수를 구하였다. 3절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철도차량

의 진동데이터를 STFT와 오더 스펙트라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STFT를 이용한 방법은 차량의 고유 

특성에 의한 진동 성분을 잘 나타내는 반면 오더 스펙트라

는 운동학적 진동을 분석하는데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오더스펙트라를 구하는데 

적용한 방법을 STFT에 응용하여 파워스펙트라(power 

Spectra)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다.

2. 진동 데이터의 재추출 방법

여기에서는 철도차량의 진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학

적 진동 가속도 성분에 대하여 오더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를 재추출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본다. 침목 등에 의하여 

가진되는 운동학적 가속도 성분은 사인 함수 특성을 가지

며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in       (1)

이 식에서  는 가속도의 진폭이며  는 위상,  

는 다른 형태의 진동을 포함한 노이즈를 표현한다. 주파수 

 는 침목 간격과 같은 규칙적인 가진원 사이의 거리인 

 와 속도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오더분석을 위해서는 가속도를 거리에 대한 함수로 나타

내야 한다. 먼저 독립 변수를 시간 에서 거리 로 변환하

기 위해서 편의상 가속도 데이터를 동일한 수의 사인 주기

를 포함하는 구간별로 나눈다. 한 구간의 데이터가 개의 

사인 주기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하면 번째 구간, 즉 

       구간의 가속도를  로 나타낸

다. 정확한 차량의 속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

여 진동 데이터를 동일한 거리마다 추출한 것처럼 변환하

여 오더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차량의 속도를  라고 

하면 시간 에서 거리 로의 변환은 다음 식을 이용할 수 

있다.

    (3)

이 식에서 는 시간 에 해당하는 거리이다. 측정된 속

도신호가 부정확한 경우나 없는 경우에는 식 (3) 대신 다음

과 같은 다항식으로 시간과 거리에 대한 관계를 가정한다. 

 

  



  



′
   (4)

이 식에서 상수 



 ′는 이 식에 대한 곡선 맞춤

(curve fitting)으로부터  값을 추정하면서 구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값은 다음에 기술하는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상관함수는    와   사이 구간의 가속도 

 와  와     사이 구간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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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상관함수 값은 이들의 곱을 적분하여 정규화

(normalize)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5)

인접한 두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유사한 운동학적 진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거리 변환이 정확한 경우 상관함수 

  가 최대값을 가진다. Fig. 1은 이 방법을 통해 식 (4)의 

상수를 구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두개의 

가속도 구간 
 와 

 를 식 (4)를 이용하여 공간 좌표 


 와 

 으로 변환한다. 다음으로 식 (5)을 이용하여 

두 구간의 가속도 데이터의 상관함수를 구한다. Fig. 1(a)는 

변환된 두 가속도 데이터가 약간 불일치하고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사인함수 형태를 가지는 
 의 끝 부

분과 
 의 시작 부분이 0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상

관함수 값은 이들 구간을 중첩한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으

며 1보다는 작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Fig. 1(b)는 

두 구간의 가속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보여주며 중

첩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때의 상관함수

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용하면 식 

(5)의 상관함수가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상수   
′ 를 구

하여 식 (4)의 변환을 구할 수 있다. 가속도 데이터에 노이

즈가 많은 경우에는 식 (5)를 적용할 때 Gaussian window 

같은 커널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시간 와 거리  사이의 변환 관

계를 구하면 운동학적 성분의 주파수  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파수(wavenumber)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6)

Fig. 2는 운동학적 진동 성분에 대하여 상관함수를 최대

화 하는 방법으로 시간 축에서 거리축으로 변환한 예를 보

여준다. Fig. 2의 첫 번째 가속도는 원래의 가속도신호  

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속도 신호에서는 차륜에 의한 운동

학적 성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두 구간의 가속도

를 각각 적색과 청색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간의 두 그림은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구간의 가속도를 거리 

좌표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두 가속도 성분 
 와 


 는 거리 좌표에서 형태는 비슷하지만 피크 위치가 약

간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구간의 속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관함수를 최대화하면서 조정한 결

과가 Fig. 2의 맨 아래에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구간의 

운동학적 가속도 성분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1. Basic steps in the kernel method for kinematic vibrations. 

(a) Moderate correlation for slightly misaligned segments. 

(b) High correlation for perfectly aligned segments

Fig. 2. Correlation method for matching kinematic vibrations 

(shown for the wheel lengt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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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속도 데이터의 오더 분석

앞에서 기술한 상관함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변

환하면 운동학적 진동 성분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

다. 철도차량의 진동 신호에는 이러한 운동학적 진동 성분

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특히 유용하게 적

용될 수 있다.

운동학적 진동 성분의 주파수는 식 (2)와 같이 속도에 비

례하기 때문에 가속도 데이터에 STFT를 적용하여 축을 

시간, 축을 주파수로 하여 등고선도(contour plot)로 도시

하면 주파수 특성은 속도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고속

철도 차량에서 측정한 가속도데이터의 STFT의 예는 다음 

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오더 스펙트라(order spectra)에서는 시간 대신 공간에 대

한 주파수 특성 또는 파수 특성을 보여준다. 앞 절에서 기

술한 방법으로 거리 좌표에 대하여 변환한 운동학적 진동 

데이터를 푸리에 변환하면 그 결과는 파수 에서 의 크

기를 가지고 다른 파수에서는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는 

Dirac delta 함수 형태가 될 것이다. 식 (6)에서 알 수 있듯

이 파수 는 시간에 대하여 상수이기 때문에 푸리에 변환 

결과를 오더 스펙트라로 나타내면 운동학적 진동 성분은 

거리 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2절에서 기술한 시간 에서 거리 로의 변환은 하나의 

조화(harmonic) 성분에 대하여 기술하였지만 차륜의 플랫

(flat)이나 레일의 결함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조화 성

분에 대한 변환도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오더 

스펙트라에서는 이들 조화 성분이 여러 개의 수평한 선으

로 나타나게 된다.

철도차량의 진동데이터에는 차륜, 윤축, 대차 등의 공진

에의한 성분이 나타나는데 이 성분의 주파수 특성은 시간

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 진동 성분은 SFTF 등고선도에

서 시간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난다. 반면 오더 스펙트

라에서는 의 공진 주파수를 가지는 성분의 파수는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속도에 반비례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7)

Fig. 3과 4는 각각 축상(axle box)과 차체에서 측정한 진

동가속도의 오더 스펙트라를 Matlab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

과를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x축의 revolution은 침목

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1 revolution은 0.6m에 해당한다. 

Fig. 3과 4는 각각 8000 revolution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

석한 것으로 약 200초 동안 측정된 가속도 이다.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운동학적 진동은 x축에 수평한 직선으로 

나타나고 공진에 의한 성분은 속도에 반비례하는 포물선으

로 나타나고 있다. Fig. 3의 축상 가속도에서는 침목과 차

륜에 의한 운동학적 진동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침목 

Fig. 3. Order spectra for vertical axle accelerations at a wheel set Fig. 4. Order spectra for car body vertical accel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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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과 차륜의 둘레 길이는 각각 0.6m와 2.8m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파수인 1.67m
-1
와 0.36m

-1
의 정수배에 해당

하는 파수에서 진동 성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 Fig. 4에서

는 특히 0.1m
-1

 이하의 낮은 파수의 운동학적 진동이 확인

되는데 이는 레일의 용접부위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체 가속도에서는 10Hz, 55Hz, 그리고 

75Hz에서 공진 성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개선된 STFT를 이용한 시간-주파수 분석

4.1 적용 방법

본 절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오더 분석 방법과 STFT 방

법을 적용하여 파워 스펙트럼 밀도(PSD)의 해상도를 향

상시키는 방법을 다룬다. 이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

계를 따라 진행된다.먼저 전체 가속도 데이터  를 커

널 함수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

      for 

여기에서 는 동일 간격의 시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식 

(3) 또는 (4)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거리에 대한 함수  

로 변환한다. 원래의 가속도  는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변환된 가속도  의 추출 간격은 동

일하지 않다. 따라서 동일 거리에 대한  를 얻기 위하

여 보간(interpolation) 방법을 적용한다. 분석 대상 가속도

는 운동학적 성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선형 보간이나 

cubic spline 등의 방법을 원래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보간 방법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기존의 보간 방법과 함께 이산 푸리에 변환을 이

용하여 데이터의 샘플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이를 위해 다음 과정을 거쳤다.

(a) 가속도 데이터  에 대하여 푸리에 변환을 적용한다. 

만약  
 가 원래의 가속도 구간 의 길이라고 

하면   는 푸리에 변환된 데이터의 수이다.

(b) 변환된 데이터의 끝에 0을 붙여 zero padding 후의 데이

터 수가 개가 되도록 만든다. 

(c) 역 푸리에 변환을 적용한다. 역변환된 가속도 데이터의 

시간 간격은   가 된다.

(d) 선형 보간이나 cubic spline 방법 등을 적용하여 일정 

거리간격  에 대한  를 구한다. 

(e)  에 대한 이산 푸리에 변환   를 구한다. 

(f) 각 구간의 평균 속도를 이용하여 파수를 주파수로 변환

한다. 즉,       .

마지막으로 가로 축을 시간, 세로축을 주파수로 하여 

  에 대한 등고선도를 그린다. 

이상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파워 스펙트럼의 시간 변화를 

도시하면 기존의 STFT 보다 운동학적 성분의 해상도를 높

일 수 있다. 

Fig. 5. Time-dependent PSD of the vertical acceleration of the axial

box using standard STFT

Fig. 6. Time-dependent PSD of the vertical acceleration of the axial

box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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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차축 및 차체 가속도 분석

앞에서 기술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형고속열차

의 축상에서 측정한 가속도에 대하여 PSD를 계산하여 일

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계산을 위해

서는 앞의 오더 분석과 마찬가지로 Matlab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Fig. 5는 일반적인 STFT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

고 Fig. 6은 correlation을 이용한 데이터의 재추출과 보간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운동학적 성분이 기존 

방법에 비하여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성분의 

주파수는 침목 간격과 차륜의 둘레, 그리고 속도에 의해 결

정되며 식 (2)로부터 구할 수 있다. 침목에 의한 성분은 특

히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속도 프로파일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Fig. 6의 중간 영역에서 궤도의 용접

부에 의한 성분이 Fig. 5에 비해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륜에 의한 성분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데 Fig. 6에서는 넓은 주파수 범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

문에 다른 선에 비해 가늘게 나타나서 확인은 쉽지 않다.

Fig. 7과 8은 차체 진동에 대하여 기존의 STFT 방법과 

개선된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Fig. 7의 STFT 결과에서

는 공진에 의한 성분이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Fig. 8의 개선된 방법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운동학적 성분

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에서

는 공진에 의한 성분과 운동학적 성분이 섞여서 구분이 쉽

지 않지만 Fig. 8에서는 이들이 좀 더 쉽게 구별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그림에서 소괄호 모양으로 표

시한 부분은 공진 성분이 운동학적 가진에 의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기존의 STFT에서는 공진에 의한 가속도 성분을 쉽게 구

별할 수 있는데 반해 주파수가 변하는 운동학적 성분을 찾

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오더 분석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는 운동학적 가속도 

성분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

다. 특히 운동학적 진동에 대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하여 진동신호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특히 속도 신호가 없거나 잡음이 많

은 경우에도 정확한 오더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오더분석은 데이터를 시간축이 아닌 거리축에 대

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차량의 진동 신호에서 

parametric excitation 성분을 추출하는데 장점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한국형고속열차의 주행시험 

중에 윤축, 대차 및 차체에서 측정한 가속도 데이터에 적용

하여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철도기술개발

Fig. 7. Time-dependent PSD of the vertical acceleration of the car 

body using standard STFT

Fig. 8. Time-dependent PSD of the vertical acceleration of the car 

body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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