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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the Measurement Equipment to Measure Return Current and Axle 

Temperature of High Speed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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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aintenance method for the electrical facility of high speed railway has been evolved from inspection by 

personnel to the automated way by the detection devices. In particular, the signalling equip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trains is required to maintain normal operation by periodic maintenance. Because the return 

current gives the most important effects to the wayside equipment in case of the failures, a method is needed to measure the 

unbalanced rate of return current on the train at high speed driving. The Hot Box Detector(HBD) device that is installed at 

track-side has a function to recognize the abnormal axle box by detecting the temperature that occurs in the axle of train 

passing over its device. In order to implement the measurement equipment for unbalanced rate of return current and axle 

temperature, the design method is proposed and the experimental test results by test bed are included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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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선 전기 시설물은 고속열차가 상시적으로 운행하며 정시

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써, 전기 시설물의 정상적인 

동작 및 기능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기 시설물의 상

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장애 요소의 발견 및 이에 따른 유지

보수는 고속철도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고속선

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 시설물 유지보수는 주로 설비 불량이 

발생하거나 또는 일정 주기에 의한 점검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지만, 향후 실시간 유지보수 체계의 적용이 가능한 사전 예방 유

지보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 시설물의 

정상 동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특히 별도

의 검측장치를 차상에 설치하여 열차 주행에 의한 동적인 검측 

기법이 필요하다[1]. 

철도 선진국에서는 고속철도 전기 시설물에 대한 동작 상태

를 검측하기 위해, 고속화 수준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을 

가진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신의 IT 기술을 접목

하여 인력에 의한 검측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검측으로 

진보하고 있다. SNCF(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cais: 프랑스 국영철도)는 열차의 고속화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를 위해 기존 TGV(Train a Grande Vitesse: 프랑스 

고속열차) 차량을 고속검측전용차량인 IRIS320으로 개조하여 2006

년부터 시설물 검측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IRIS3201)은 최고 속도 320㎞/h로 주행하면서 궤도, 전차선, 

신호 및 통신설비에 대한 차상 검측을 담당하며, 영업 열차 사이

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 신호분야의 차상 검

측 대상은 고속철도의 경우 ATC(Automatic Train Control) 연속 

및 불연속정보(TVM300 및 TVM430), 보상콘덴서, 귀선전류 및 

ERTMS(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 System)/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발리스이며, 재래선의 경우 

AWS(자동열차 경고 및 정지 시스템), KVB(자동열차보호시스템)

이다. 

IRIS320에 의해 검측된 데이터는 수준(Critical, Urgent alarms 

등)별로 분류하여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를 이용

하여 관련된 부서로 전송이 이루어지며, 모든 검측 데이터는 지

상 서버에 저장된다. 

지상 서버는 차상 검측장치로부터 수신한 검측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그리고 후 처리(post processing)를 수행하며, 추

가적인 처리에 의해 얻은 데이터는 SNCF 데이터베이스에 업로

드하고 SNCF 지역 사무소로 전송하여 유지보수에 반영한다.

OBB(Austrian Federal Railways: 오스트리아 연방철도)의 경

우, 2000년 오스트리아 철도의 유지보수는 현장 작업자의 경험에 

1) SNCF, 「Innovations and interface between Rolling stock and 

Infrastructure: UIC 6th World Congress on High Speed Rail」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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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RIS320 데이터 처리 절차 및 흐름도[2]

Fig. 1 IRIS320 data processing procedure and flow 

diagram[2]

표 1 본 연구의 검측장치 및 내용

Table 1 The measurement equipment and content of the 

study

구분 귀선전류 불평형 검측 차축온도 검측

대상 

노선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고속철도

검측 

대상

귀선전류 : 불평형률 

산정
차축박스 : 차축온도

검측 

내용

열차주행 방향 전방으

로 흐르는 전차선 귀선

전류 레벨 검측

주파수 레벨 : 60㎐ 

차축박스(좌/우측) 온도의 

실시간 검측

비접촉식 온도센서 출력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0～20㎃) 및 RS-232C

주요

사양

검측 속도 : 300㎞/h

검측 정밀도 : 0.5m

샘플링률 : 4.5㎳

검측 주파수 범위 : 

60㎐ ± 2㎐ 이내

검측 속도 : 300㎞/h

검측 온도 범위 : 0～150℃

검측 정밀도 : ± 1℃이내 

검측 주기 : 100㎳

응답 속도 : 100㎳이내

의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검측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검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

화를 구현함에 따라 2010년에는 검측된 데이터에 의한 유지보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적 유지보수 

체계가 가능하도록 실현하고 있다[3]. 

그림 2 OBB(오스트리아 연방철도)의 검측 데이터 활용 비율[3]

Fig. 2 Measurement data usage rate of OBB[3]

우리나라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고속철도에 

대한 검측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영업차량인 KTX36호에 전차

선, 신호 및 무선통신 검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

고 있으며, 종합검측차(ROGER-1000K)2)도 함께 고속철도의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신호분야 차상검측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전차선 귀선전류 및 차축의 온도 검측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실험실 시험을 통한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여 향후 검측전용차량

에도 설치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귀선전류 불평형 검측장치는 레일 양단을 통하여 흐르는 귀선

전류를 차상에서 수신하기 위한 지상-차상간 응동 및 픽업 기술

을 적용하였으며, 60㎐ 주파수 성분의 추출, 노이즈 제거, 전압 

및 전류 증폭, 레벨 값의 A/D(Analog/Digital) 변환 회로를 반영

2)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자동화 진단기술 개발”, 

pp. 3-4 2011.9. 

하여 제작하였다. 차축온도 검측장치는 특정 차축(Axle)의 표면 

온도를 검지하기 위해 비접촉식 온도센서를 사용하였으며, A/D 

변환 등을 통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제작된 

검측장치는 현장 상황과 유사하게 구축한 테스트 베드 및 시뮬레

이터를 활용하여 각 성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검측장치에 대한 개요 및 선행 연구내용을 제1장에 기술

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각 검측장치에 대한 설계 내용을 정의하

였으며, 제3장에서는 검측장치의 제작, 그리고 테스트 베드를 이

용한 검측장치의 기능 및 성능 검증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본 논

문에 대한 결론은 제4장에 언급하였다.

2. 검측장치 설계 

2.1 귀선전류 불평형 검측장치

귀선전류는 변전소에서 전차선, 차량의 팬터그래프를 매개체로 

하여 차량에 전력이 공급되어 차륜, 레일을 통해서 변전소로 귀

환한다. 교류 전차선의 급전은 AT(Auto Transformer, 단권변압

기)와 BT(Booster Transformer, 흡상변압기)의 2가지 방식이 있

다. AT와 BT 급전방식은 전기차량의 귀선전류가 도체인 레일을 

통해 흐르면서 전식 피해나 통신유도 장애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

를 경감하기 위한 설비이다. 

차상에서의 귀선전류 검측은 진행하는 열차의 전방 레일 양단

에 흐르는 귀선전류만을 고려하며 열차 후방이나 대지로 흡수되

는 귀선전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귀선전류 불평형 검측장치는 귀

선전류의 전체 크기를 검측하는 것이 아니라 레일 양단에 흐르는 

귀선전류의 불평형률을 산정하기 위한 검측 기능을 가진다. 귀선

전류의 크기는 주어진 영역에 존재하는 병렬 궤도회로의 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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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장소에서 동시에 운행하는 열차의 수량, 이들 열차에 의해 소

모되는 소비 전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차량 속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열차의 속도가 150㎞/h일 경우, 전차선 전류

는 약 200A이고 측정된 귀선전류는 약 89A 정도이며, 열차의 속

도가 300㎞/h일 경우, 전차선 전류는 약 600A이고 측정된 귀선

전류는 약 267A 정도로 나타낸다[6]. 

일반적으로 귀선전류는 양단의 레일에서 동일하여야 하며, 양

단 전류의 차가 10%3) 이상일 경우 불평형으로 정의하며 비정상

임을 나타낸다[7]. 불평형률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UB = 불평형률[%]

   I1, I2 : 각 레일의 전류

그림 3 및 4는 AT와 BT 급전방식의 귀선전류 흐름도를 나타

낸다.

그림 3 AT 급전방식의 귀선전류 흐름도

Fig, 3 Return current flow diagram of AT

그림 4 BT 급전방식의 귀선전류 흐름도

Fig. 4 Return current flow diagram of BT

3) 한국철도시설공단, KR S-04030 궤도회로 종류, pp. 25, 2012.11. 

귀선전류 불평형은 주로 임피던스 본드(경부고속철도의 경우 

SVP MM)의 점퍼선 접속 불량이나 탈락으로 발생하며, 비정상

일 경우 선로변 설비 특히 궤도회로의 주요 장애 발생의 요인이 

되며, 그리고 EMC로 인한 선로변 유지보수 요원의 생명 및 선

로변 기기 설비의 동작에 치명적인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귀선전류의 검측은 선로변 취약 개소의 기기 설비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8]. 임피던스 본드는 궤도회로의 

신호전류는 통과시키지 않고 귀선전류만을 통과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림 5 임피던스 본드를 통한 귀선전류 흐름 

Fig. 5 Return current flow via impedence bond 

귀선전류 검측을 위한 검측장치는 귀선전류를 픽업하기 위한 

안테나, 픽업된 작은 신호의 증폭, A/D 변환을 위한 수신보드, 

디지털 값으로 변환된 귀선전류의 레벨 및 불평형률 산정을 위한 

처리보드로 구성하였다. 적용된 안테나의 출력은 고속철도 운영 

환경에서 매우 낮은 값을 가지므로, 검측장치 수신보드는 작은 

안테나 출력 신호를 일정한 비율로 증폭하여 사용한다.

그림 6 귀선전류 처리를 위한 블록도

Fig. 6 Block diagram for the processing of return current

수신보드는 신호 입력부, 신호 변환부 및 전원부로 나누어지

며, 신호 입력부는 차상에 설치되는 픽업 안테나의 신호를 수신

하고 차동 증폭회로에서 전압 증폭을 한 후 RC 필터에서 1차적

으로 160㎐ 이상의 주파수를 필터링한다. 필터링된 신호는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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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귀선전류 처리를 위한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for the reception of return current

팔로워 회로에서 전류 증폭을 하고 LPF(Low Pass Filter)에서 

다시 한 번 필터링을 한 후 신호 변환 부로 전송된다. 

그림 8 절연 증폭 회로 

Fig. 8 Isolation amplifier circuit

신호 변환 부는 신호 입력 부에서 처리된 신호를 처리보드에 

송신하기 위해서 ADC(A/D 컨버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고,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통신을 통하여 출

력한다. 신호 입력부와 신호 변환부는 상호 간섭을 배제하기 위

하여 절연 및 증폭을 하며, 이득이 8인 Isolation Amplifier를 사

용하였다. 전원부는 외부 전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원을 EMI 필

터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후 신호 입력부와 신호 변환부에 

전원을 공급한다.

처리보드는 전원부, 정보 처리부 및 정보 전송부로 나누어지

며, 전원부는 전원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고, DC/DC 컨버터

를 사용하여 신호입력부와 신호변환부를 전기적으로 절연한다. 

신호 입력부는 수신보드로부터 수신한 귀선전류 정보를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를 통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 전

송부로 송신한다. 정보 전송부는 여러 형태의 정보를 수신 후 처

리하여, Ethernet 통신을 통하여 종합처리장치로 전송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정보 처리부는 고속의 DSP를 적용하였으며, 수신

보드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처리한다.

2.2 차축 온도 검측장치

지상에 설치된 HBD(Hot Box Detector)는 고속철도 양쪽 궤

도에 약 20～40㎞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 온도를 검지하여 HBS(Hot Box System)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차축 박스의 과열을 검지함으로써 열차 안전을 제공한

다. 차축 온도 검측장치는 고속종합검측차의 차상에 탑재하여 최

고 300㎞/h로 주행을 하면서 차축에서 발생하는 온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관련 정보를 종합처리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차축온도 검측장치는 지상에 설치된 HBD 

장치 온도센서(HOA90S)의 검증을 위해 열차의 차축에 근접하게 

온도센서를 설치하며, 온도센서는 비접촉식을 적용한다. 차상에서 

수집된 차축온도는 종합처리장치에 의해 관리되며, 검측이 종료

된 후 지상의 HBD 장치에서 수집된 온도 데이터와 비교함으로

써 HBD 장치 온도센서(HOA90S)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9 차축온도 검측을 위한 검측장치 블록도

Fig. 9 Measurement equipment block diagram to measure 

axle temperature

차축온도를 검측하기 위한 온도센서는 비접촉식 적외선

(Infrared) 방식을 사용하며, 온도센서는 대상물의 표면 온도 측

정 값을 아날로그 신호(0～20㎃ 또는 4～20㎃)로 변환하여 입력

보드로 전송하며, 필요에 따라 직렬(RS-232C) 통신방식을 적용

할 수 있다. 테스트 베드에 의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아날로그 신

호(4～20㎃으로 설정) 방식과 직렬 통신방식을 모두 시험하였으

며, 수신된 온도 값은 정확히 일치하였다. 직렬 통신방식을 사용

할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방식보다 장치의 구성을 간단하게 구현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입력보드와 데이터 수집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렬 통신 포트를 제공하는 종합처리장치

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 입력보드는 24bit(Analog to Digital 

converting resolution) 아날로그 입력으로써 입력되는 온도 값을 

전류 값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며, 데이터 수집장치는 아날로그 입

력을 정의된 프로토콜에 의해 TCP/IP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3. 검측장치 제착 및 성능 평가

3.1 검측장치 제작 및 실험

귀선전류 불평형 및 차축온도 검측을 위한 장치는 앞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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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설계 방법에 의해 제작하였으며, 귀선전류 불평형 검측장

치의 수신보드와 처리보드는 19“, 6U 서브 랙에 장착하는 구조이

며, 전원 및 인터페이스를 위해 마더보드를 적용하였다. 마더보드

는 내부 결선을 최소화하고 전원을 패턴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용

하였다. 그림 10은 귀선전류 불평형 검측장치의 제작된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10 귀선전류 불평형 검측장치 이미지

Fig. 10 Image of Return current measurement equipment

각 보드의 전면 판은 EMC 차폐용 Gasket를 부착하였으며, 

2000Vrms(60㎐) 인가 시 1㎃ 이하의 절연 내력을 갖도록 제작

하였다. 귀선전류의 픽업을 위한 안테나는 경부고속철도 ATC에 

적용된 표준 제품으로써, 직경은 0.45㎜이며, 턴 수는 280이다. 

그림 11은 안테나(Sensor)를 이용하여 레일을 통하여 흐르는 귀

선전류의 픽업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11 귀선전류의 픽업 방법 

Fig. 11 Pick-up method of return current

차축온도 검측장치의 입력보드와 데이터 수집장치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제품을 적용하였으며, 비접촉식 온도센서는 

Heitronics사의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비접촉식 온도센서의 정확

도(검측 오차 범위)는 ± 0.8℃, 정밀도(검측 resolution)는 측정되

는 온도와 응답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전형적으로 0.1℃이다. 그

림 12는 차축온도 검측장치의 구성, 그리고 검측장치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를 나타낸다.

그림 12 차축온도 검측장치 및 테스트 베드 구성

Fig. 12 Configuration of Axle box temperature measurement 

equipment and Test bed  

온도센서는 검측 대상인 물체의 직경 및 온도센서의 렌즈로부

터의 거리에 따라 정확한 검측 범위가 달라지며, 특히 온도센서

의 렌즈 종류 그리고 검측 대상인 물체의 재질에 따라 다른 특

성을 나타내며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검측 대상의 직경 및 거리에 따른 온도센서 특성 그래프 

Fig. 13 Temperature sensor characteristics graph according 

to the diameter and distance of object

검측 대상인 물체의 직경 대비 온도센서의 렌즈로부터의 거리

는 렌즈 종류별(K6, M6, N6 등)로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영역

과 일치하는 값이 가장 정확한 온도를 검측할 수 있다. 본 실험

에서 렌즈는 강철로 만들어진 물체의 측정이 가능한 K6를 사용

하였으며, K6의 경우 온도센서의 렌즈부터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

가 1000㎜이면 대상 물체의 직경은 32㎜ 이상이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귀선전류 불평형 및 차축 온도의 픽업을 

위한 구성 및 기능 검증을 위해 실제 대상과 유사하게 그림 14

와 같이 테스트 베드를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파수 생

성 및 전류 증폭으로 모의 발생된 귀선전류는 레일(본 실험에서

는 UIC 규격의 가상 레일을 제작하여 사용) 양단을 통하여 흐르

게 되며, 차상 안테나(열차의 좌·우측 하부에 설치)를 이용하여 

픽업된 귀선전류는 노이즈 필터링 및 A/D 컨버터에 의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어 궁극적으로 귀선전류의 불평형률을 산정한다. 

귀선전류의 크기는 전류 증폭 단계에서 가변적으로 조절하여, 차

상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전류가 픽업되는지를 실험하며, 개발

된 귀선전류 불평형 검측장치(픽업 안테나, 귀선전류 수신 및 

A/D 변환을 위한 수신보드, 귀선전류 처리 및 불평형률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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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안테나에 의해 검측된 귀선전류 파형(15cm 공극) 

Fig. 16 Return current waveform detected by antenna at 

15㎝ of air-gap 

위한 처리보드)의 기능을 검증한다. 

차축온도 검측 실험은 열차의 차축 대신 발열체(흑체=Black 

body)를 사용하였으며, 2개의 비접촉식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발

열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하나의 온도센서

는 아날로그(4～20㎃) 값으로 출력하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값으

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즉 비접촉식 온도센서는 측정

한 온도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

으며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비

접촉식 온도센서에 의해 아날로그 값으로 출력된 발열 온도는 입

력보드(Analog Input Board)와 데이터 수집장치(DAQ: Data 

Acquisition)를 통하여 종합처리장치로 수집되어 운영 모니터에 

표시한다. 

디지털 값으로 출력된 발열 온도는 종합처리장치에 직접 접속

되어 상호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발열체의 발열 안정성(stability)

은 ± 0.05℃이며, 허용 오차(tolerance)는 ± 0.1℃를 가진 높은 

신뢰성의 품질을 제공한다. 종합처리장치에 의해 수신된 발열 온

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비교하

였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센서의 의해 검측된 온도를 검측장치

에 의해 정확하게 수신 및 처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다.

그림 14 귀선전류 및 차축온도 검측을 위한 시험 환경

Fig. 14 Test environment for the measurement of return 

current and axle temperature

그림 15 귀선전류 및 차축 온도 검측을 위한 시험 구성

Fig. 15 Test configuration for the measurement of return 

current and axle temperature

3.3 귀선전류 검측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공극(Air gap)을 통하여 유도되는 귀선전류를 

올바르게 차상에서 검측하는지 확인하며, 레일 양단을 통하여 흐

르는 귀선전류의 크기는 테스트 베드의 전류 증폭 성능을 고려하

여 12～24A까지 변환하여 시험하였다. 지상과 차상 사이의 공극 

간격은 5㎝, 10㎝ 및 15㎝로 가변하여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지상 귀선전류는 측정 단계별 약 1A씩 증가

하여 공극 간격별 좌측 및 우측 검측전압(2개의 안테나를 통한 

pick-up 전압)을 산출하였다. 2개의 픽업 안테나는 동일한 제품

을 사용하였으며 높이도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므로, 좌측 및 우측 

검측전압은 지상 전류별, 공극 간격별로 거의 동일하다. 

표 2 공극에 따른 차상 검측전압 결과

Table 2 Result of pick-up voltage by air-gap

가상 

레일의 

귀선전류

[A]

차상 검측전압

(공극 5㎝)

차상 검측전압

(공극 10㎝)

차상 검측전압

(공극 15㎝)

좌측

(㎷rms)

우측

(㎷rms)

좌측

(㎷rms)

우측

(㎷rms)

좌측

(㎷rms)

우측

(㎷rms)

12.7 433 432 326 325 265 263

13.8 468 466 349 350 279 280

15.0 489 488 371 371 304 305

16.1 526 525 393 392 330 329

17.2 558 557 408 407 343 341

18.3 580 581 422 420 346 345

19.4 595 595 433 433 355 355

20.8 620 621 445 443 369 368

22.0 628 628 450 451 383 382

23.3 640 639 457 458 387 386

그러므로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한 실험에서는 가상 레일 양단

을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므로 차상에서 검측한 검측전압(좌/우

측)을 기초로 산정한 귀선전류 불평형률은 모든 조건에서 0.5% 

미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좌측 및 우측 레일에 흐르는 

전류를 다르게 조절하는 경우, 차상에서 픽업된 검측전압에 의해 

산정되는 귀전전류 불평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림 1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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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온도센서를 이용한 차축온도 시험 결과 1

Table 3 Test results 1 of axle temperature using by 

temperature sensor

측정

거리

(㎜)

발열체 온도(33～35℃) 발열체 온도(61～65℃)

온도

센서 

측정값

열화상 

카메라 

측정값

측정값 

차이

온도

센서 

측정값

열화상 

카메라 

측정값

측정값 

차이

50 33.9 34.5 0.6 62.7 62.6 0.1

100 33.5 34.2 0.7 61.5 61.7 0.2

150 33.1 33.4 0.3 63.4 63.3 0.1

200 34.6 34.8 0.2 61.4 61.6 0.2

250 34.2 34.0 0.2 64.2 63.8 0.4

300 33.8 33.8 0.0 63.6 63.8 0.2

350 34.8 34.4 0.4 63.5 63.7 0.2

400 34.2 34.0 0.2 64.0 64.1 0.1

450 33.9 33.7 0.2 64.8 64.5 0.3

500 33.6 33.4 0.2 64.3 64.4 0.1

            (a)                         (b)

그림 18 열화상 카메라에 의한 측정값 (a) 34.8℃, (b) 61.6℃

Fig. 18 Measurement value by Thermography camera (a) 

34.8℃, (b) 61.6℃ 

15㎝ 공극에서 안테나에 의해 검측된 귀선전류의 좌/우측 파형

을 나타낸다.

그림 17은 표 2에서 나타낸 공극별 귀선전류 변화에 따른 안

테나에 의한 픽업된 검측전압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구현된 

검측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해 간단하게 제작한 테스트 베드의 특

성 상 레일 양단에 흐르는 귀선전류를 정확한 배율로 증가시키기 

어려웠지만, 본 실험을 통하여 귀선전류 대비 차상 검측전압은 

선형으로 산출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7 공극에 따른 검측전압 관계 그래프

Fig. 17 Relation graph of pick-up voltage by air-gap 

3.3 차축온도 검측 실험 결과

차축온도의 검측은 측정 범위를 0～150℃로 정의함에 따라, 

발열체의 온도를 33～35℃, 61～65℃, 93～97℃ 및 123～128℃

로 가변하고, 측정거리는 50～500㎜(50㎜ 간격)까지 가변하여 실

험하였으며, 검측장치 목표로 정의한 정밀도를 만족하는지 평가

하였다. 적용된 온도센서의 광학적 분해능(optical resolution)을 

고려하여 발열체의 크기는 직경 100㎜로 제작하였으며, 측정거리

가 500㎜일 경우에도 충분히 안정된 대상 물체의 온도를 검측하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온도센서는 IR 타

입이므로, 온도센서와 대상 물체의 거리에 관계없이 허용된 오차 

범위 이내의 검측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4 온도센서를 이용한 차축온도 시험 결과 2

Table 4 Test results 2 of axle temperature using by 

temperature sensor 

측정

거리

(㎜)

발열체 온도(93～97℃) 발열체 온도(123～128℃)

온도

센서 

측정값

열화상 

카메라 

측정값

측정값 

차이

온도

센서 

측정값

열화상 

카메라 

측정값

측정값 

차이

50 93.3 93.7 0.4 123.6 124.2 0.6

100 93.3 93.3 0.0 123.6 123.9 0.3

150 93.7 93.5 0.2 123.6 123.5 0.1

200 93.7 93.8 0.1 124.4 124.8 0.4

250 94.6 94.4 0.2 126.9 127.3 0.4

300 95.1 94.8 0.3 126.5 126.8 0.3

350 94.8 94.7 0.1 126.5 126.7 0.2

400 95.1 95.3 0.2 126.5 126.8 0.3

450 96.8 96.5 0.3 127.7 127.5 0.2

500 96.1 95.6 0.5 127.2 127.8 0.6

즉 IR 타입의 온도센서는 대상 물체에서 방출하는 적외선(IR)

의 파장대를 읽어 온도를 측정하므로 대상 물체와의 거리와 관련

이 없음(온도센서의 광학적 분해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온도센서에 의해 측정된 값은 열화상 

카메라에 의해 측정된 값은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였다. 그림 

18은 열화상 카메라에 의해 측정된 34.8℃ 및 61.6℃에 대한 표

시 화면이다.

온도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 정보는 입력보드 및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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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장치를 통하여 종합처리장치로 전송되었으며, 종합처리장치는 

온도 정보를 분석하여 운영 모니터에 정확하게 표시함을 확인하

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베드를 이용한 정적인 상태에서의 귀선

전류 및 온도 측정을 시험하였으며, 이것은 검측장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검측장치의 설계 및 시제품을 검증하는 일차적인 방법

이다. 본 실험을 통하여 구현된 검측장치(귀선전류 및 차축온도 

검측)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고속철도 귀선전류 및 차축온도 검측을 위한 검측장치는 

검측전용 차량에 설치하여, 최고속도 300㎞/h 이상의 속도에서 

검측기능에 대한 동적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차선 귀선전류

는 열차의 전방 및 후방으로 흐르지만, 귀선전류 불평형 검측장

치는 열차의 진행방향으로 흐르는 귀선전류만을 검측한다. 

그러므로 열차의 주행방향이 바뀌면 픽업 안테나의 위치는 후

미에 위치하므로 열차의 전방으로 흐르는 귀선전류를 검측할 수 

없다. 따라서 귀선전류 검측장치는 열차의 전두부 및 후두부에 

각각 설치한다. 차축온도 검측장치의 경우는 열차의 특정 차축(좌

/우측)에 비접촉식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차축의 온도를 검측하며, 

이것은 열차의 주행방향과 무관하므로 검측실이 위치하는 차량에 

설치하여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열차가 운행하는 실질적인 환경에서는 다양한 외부 조건 등으

로 인하여 검측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귀선전류의 경

우 급전 구간 내에 존재하는 열차의 수량, 그리고 토공, 교량, 터

널 구간에 따라 레일 양단을 흐르는 귀선전류의 크기 및 불평형

률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시험을 통하여 검측 

정확성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그림 19 전체 신호분야 검측장치 블록도

Fig. 19 Block diagram for the whole measurement equip- 

ment of signalling

그림 19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에서 구현한 검측장치를 모두 

포함한 전체 신호분야 검측장치의 블록도를 제시하며, 종합처리

장치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검측 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

다. 검측된 정보의 분석 결과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상이 있

을 경우, 해당 정보는 자동화진단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유지보수 

부서로 전송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 구성은 검측정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유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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