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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5678SMRT has installed various sensor for operating conditions(field of electric, facilities, 

signal, communication equipment and track) and environment of Every Function Room for 

remotely detecting and monitoring. Installed sound sensor for analyzed after remotely heard 

the noise of every equipment at Every Function Room and temperature sensor for check the 

temperature condition of Every Function Room. Additional installed voltage sensor in signal 

equipment room for monitoring RF track-circuit's voltage condition.

 Installed displacement sensor at The Chungdam bridge's railway for measuring and monitoring 

track displacement caused by temperature change and Pan/Tilt camera at sub-station and 

drainage for remotely field monitoring .

 Installed sensor for each equipment's operating condition and failure at Every Function Room 

then periodic check of workforce turned to around-the-clock surveillance by sensor therefore 

improvement of operating equipment.

SMRT is lots of prevent a failure by Immediately detect of precondition of equipment failure by 

analyzed the sensor data. If the occurrence of an failure, become detected Immediately so 

possibility correct diagnosis and order by remotely field check by installed camera and sound 

sensor at field.

1. 서 론

2011년 현재 서울에는 지하철 9개 노선 316.9km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하철은 지역주민의 

건설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동동선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지하에 건설되므로 토목구조물과 궤도

시설, 전기시설, 신호 및 통신시설이 지하 터널에 설치되어 있다. 각 분야별 시설물은 역사 단위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고장조치 및 정기점검을 시행

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 운행 중에는 위험하므로 터널 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터

널내 설비는 야간점검을 한다. 1995년 5호선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된 5678서울도시

철도는 설비의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 설비의 장애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비를 오래쓰기 위한 장애진단, 예방, 사전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지하철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USN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축하여 장애 전조증상을 인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한 설비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

스템 설계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USN 기술 현황

  2.1 유비쿼터스(Ubiquitous)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뜻의 라틴어로, 생활 속의 컴퓨팅 개념이다. 서로 이질적인 물

리공간에 전자공간을 연결해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하나로 통합되고 함께 진화할 수 있는 4차 공간혁

명을 말한다. 정보혁명이 물리공간을 컴퓨터 속에다 집어넣은 혁명이라면 유비쿼터스 혁명은 물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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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 컴퓨터를 집어넣은 혁명이다. 현재의 컴퓨터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컴퓨터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컵이나 자동차, 안경, 신발과 같은 일상적인 사물에 제각각의 역할에 부합

되는 컴퓨터를 집어넣어 사물끼리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2 USN 적용 

 USN이란 센서를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손쉽고 저렴

하게 모니터링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Internet of things’로 이야기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술은 

사물(things) 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활동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의 새로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일상생활에 산재한 사물과 물리적 대상이 점차 정보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간과 컴퓨터, 사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하고 편리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모든 사물에 컴퓨팅, 센싱, 그리고 통신 기능을 내장하는 것

으로부터 출발하며, 특히 인간 외부 환경의 감지와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핵심 

기술로서 각광 받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USN 환경을 갖춘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도 U-City 프로젝트를 통해 USN 기술을 이용한 도시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USN 센서 네트워크의 구체적 적용 분야로는 환경/재난 모니터링, 홈 네트워크, 병원 환자관리, 물류/유

통 쇼핑센터, 교통관제 시스템 및 스마트 빌딩 등이 있다.

3. 5678서울도시철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USN)

  3.1 설치 배경

5678서울도시철도는 5~8호선의 148역 152㎞를 운행하고 있다. 노선을 따라 길게 분산되어 있는 역사 

및 터널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역사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점검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역사내 

장애 발생시 인력배치 장소에서 고장발생 역사로 이동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심야 짧은 시간(4시간) 안

에 터널내 설비의 보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인력 과다소요 문제, 교대자들 간의 업무단절과 

정보단절의 문제가 발생된다.

우리공사에서는 역사 및 터널의 최적화된 설비운영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24시간 상시 감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였으며, 예지분석 및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점검을 실현코자 전기, 설비, 신

호, 통신, 궤도 분야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센서를 설치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누적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지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한다. 실시간 데이터는 실시간 그래프를 활용하여 경보 및 모니터링을 통

한 장애분석을 하고, 저장된 파일로부터 실시간 그래프의 주파수 비교 분석을 통한 장애예측 및 예방을 

한다. 특이사항(장애 전조증상) 발생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전조증상 예지를 통한 신속한 조치로 안

전도 향상 및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킨다.

  3.2 시스템 설치

전역사 기능실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센싱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수집장치를 제작, 설치하였

고, 소음센서, 온도센서, 전류센서, 전압센서, 변위센서를 설치하였다. 네트워크 전송방식으로는 전력선 

통신기술을 이용한 OFDM 전송모뎀을 설치하였다. OFDM 전송방식의 장점으로는 전화선과 같은 통신

선으로 고속의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며, 외부 노이즈에 강하다. 지하철의 기능실은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

을 하지 않고도 기설 전화선 케이블을 이용하여 OFDM 전송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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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공사가 불필요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고속의 영상전송이 가능하다. 본

사 감시센터에는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였으며, 분야별 감시를 위한 PC

를 설치하여 센서 데이터 및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시스템 계통도

    

    3.2.1 공통 사항

     3.2.1.1 데이터수집장치 

 분야별 기능실에 설치되는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로 데이터수집과 전

송모뎀으로 구성된 장치이다. 온도센서, 소음센서가 내장되었으며 2가닥의 전화선, 인터폰선, 기존 통신

선을 이용하여 이더넷 데이터와 일반 전화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개발된 제품의 규격 및 데

이터흐름, 규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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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장치 구성

  Fig 3. 데이터 흐름도

740



   Table 1. 일반 사양

입력 전원 2A  12VDC  어댑터 크기(mm) 가로300 × 세로180 × 높이45

동작온도(℃) -10 ~ 60 동작습도(%) 20 ~ 80

케이스 재질 STEEL(흑색도장) LED POWER, RUN, COM, ALARM

통신인터페이스 TLC  2PORT(TEL1, LINE1),  ETHERNET  4PORT,  CONSOL  1PORT

센서 입력
  DI  4Ch, DO  6Ch, AI  6Ch, DATA INPUT  6Ch, 

  TEMP.  1Ch, AUDIO  2Ch      

전송속도 200Mbps(MAC기준 RATE) 서지보호 +/-2KV이하

  Table 2. 제어 시스템

CPU
AT91RM9200-CJ

(Cache : Data 16k, Instruction 16k)

Flash Memory 8Mbyte ram Operating System Linux

    3.2.1.2 OFDM 전송모뎀

광케이블 및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우

리공사에서는 역사 및 터널내 기능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력선 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선 통신

방식을 채택하였다. OFDM 전송모뎀은 전력선통신의 일종으로 PLC 통신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며, 전원이 실리지 않은 라인으로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OFDM이란 

오써거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화 변조방식으로 송신데이터를 다수의 캐리어로 분할 다중화 변조하는 FDM방식의 분할된 캐리어

에 직교성을 부가하여 캐리어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인 변조방식이다.  5678서울

도시철도는 각 기능실에 전화선이 포설되어 있고, 이 전화선을 이용하여 고속의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OFDM 전송모뎀을 설치하여 공사비용 절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였다.

전화선을 이용한 OFDM 전송모뎀은 1:N 다중통신이 가능하며, 최소 1.5km 전송거리에서 4Mbps 이상

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2~30㎒ 주파수대역을 제공한다.   

    3.2.1.3 카메라

변전실 및 배수펌프실에는 기능실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하여 IP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센서 데이터 및 경보발생 등에 따라 즉각적으로 실시간 현장상황을 확인코자 하였다. CCD 일반 카메라

는 동축케이블을 포설하여 감시센터에 전송하기까지 별도의 전송망을 갖추어야 하나 IP 카메라 및 

OFDM 전송모뎀 일체형의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고속의 카메라 영상전송이 가능토록 하였다. 고

성능의 상/하, 좌/우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램프 상태 및 계기의 숫자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카메라를 선택하여 감시할 경우에만 영상이 전송되고, 영상을 감시할 경우에만 

기능실 조명이 점등될 수 있도록 영상감시 펌웨어 개발 및 조명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

한 경영개선과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 저장장치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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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카메라 설치

설치 

전송 영상

(전기실)

    3.2.1.4 온도센서

데이터수집장치에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온도센서는 각 기능실에 설치된다. 각 기능실의 일반적 환경감

시를 위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DB서버에 전송한다. 급격한 온도변화 및 설정값 이외의 온도 검출시 실

시간 그래프에 경보표시 등 변화추이를 표시하며,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온도

변화에 대한 적절한 현장점검을 지시한다.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온도센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데이터수집장치 내장

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Fig 5. 온도 그래프

[ 통신기계실 ] [전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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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5 소음센서

데이터수집장치에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소음센서는 각 기능실에 설치된다. 각 기능실에 설치되는 데이

터수집장치 내장형으로 기능실 환경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소리를 수집하여 그래프로 표시하며, DB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DB서버에 누적된 소음데이터는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장애전조 증상을예

측하여 장애예방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한다. 소음그래프(이상신호 발생) 이상신호 발생시 경보를 울리

며, 감시자가 현장 소음을 청취하여 상황파악 및 적절한 현장점검을 지시한다. 

Table 3. 소음센서 규격

채널수 2 컨넥터 형태 내장 및 스테레오 단자

MIC 무지향성 콘덴서 MIC 코덱(Codec) ADPCM

감도 45±3dB 측정 범위 0 ~ -40dBm

주파수 범위 300 ~ 3400 hz 신호대 잡음비 Min. 58dB

Fig 6. 소음 그래프

[ 환기실 ] [전기실]

3.3 설비분야 

설비분야에서 관리하는 현업 기능실은 환기실 및 배수펌프실이며 역사 및 본선 터널구간에 위치하고 있

다. 각 기능실에는 대용량의 송풍모터 및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터, 펌프의 동력설비 제어를 위한 

MCC(Motor Control Center)반이 설치되어 있다. MCC반은 환기실 및 배수펌프실의 모터를 운전함에 

있어 전원을 중앙집중식으로 제어 및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System이며, MCC반에는 보호

장치, 감시장치, 제어장치, 기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5678서울도시철도에는 1995년 개통부터 Motor 

보호를 위한  EOCR(Electronic Over Current Relay)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전송이 

불가하여 현장 Display 장치 표시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 현실이다.

Fig 7. 배수펌프실, 환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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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실(MCC반) 환기실

   3.3.1 전류 센서

MCC반에 설치한 전류센서는 AC교류용 과전류 보호계전기로서 CT 및 개폐기와 연동하여 모터를 보호

하는 기능을 하며, 변류기에서 과전류 PEAK치를 검출한 다음 전자회로의 작동에 의해 내장된 직류 

RELAY를 작동시킨다. 

MCU(micro controller unit)를 내장하고 있으며, 과전류, 부족전류, 결상, 역상, 지락, 불평형 등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다. 운전시간 저장, 고장원인 저장, 재기동 제한, fail-safe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모

니터링 기능으로 각 상의 전류값, 운전, 정지, 기동, 고장등의 운전상태, 접접의 출력상태, 과전류-결상-

지락 보호를 위한 설정 값 등 다량의 정보 데이터를 Modbus RTU Protocol 형태로 수집장치에 전송한

다.

전류센서 출력 접점을 이용한 현장 시퀀스에 본선환기 또는 배수펌프 동력을 자동 차단하고, 부하전류 

특성 검지, 3Φ유도전동기 코일소손 장애를 예방한다.

Fig 8. 전류센서

전류 센서 설치 사진

   3.3.2 일상점검 활용

설비분야 배수펌프실 및 환기실의 점검방식은 설비를 가동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기계구동 소음 청취를 

하며, 운전전류를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선 환기실 및 배수펌프실은 월간점검과 분기점검을 하

고 있다. 점검항목중 센서를 활용하여 대체가능한 점검항목으로는 베어링 동작상태, 소음상태, 전류계/

전압계/표시램프, 모터 절연저항 상태가 있다. 환기실은 환기팬을 가동하여 소음센서에서 수집된 소리를 

청취하고, 전류센서에서 전송된 운전전류 값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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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실은 배수펌프를 가동한 후 소음센서를 클릭하여 수집된 가동소리를 청취하고, CCTV를 선택

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전류센서에서 전송된 운전전류 값을 확인하고, 지락전류 검출값을 설정

하여(예:0.02A) 펌프 절연저항 측정항목을 응용하여 점검을 활용한다. 기능실 청결상태 및 배관 누수, 

부식상태와 표시램프는 상시 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점검이 가능하다.

3.3 전기분야 

전기분야 변전실에는 22.9KV의 배전반과 변압기반, 감압된 6.6KV 배전반이 있다. 변전실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중요장치를 감시하고,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현장표시 램프를 확인하여 사고원인 및 

현장 상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변전실에는 넓은 공간의 영상 감시를 위하여 적정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전력량계 정상동작을 확인하며 램프 및 지시계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도, 

소음센서가 내장된 데이터수집장치는 출입구 부근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 변전실의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다. 

Fig 9. 변전실 카메라, 수집장치 설치 예

3.3 신호분야 

지하철의 분기부는 열차 운행방향을 변경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탈선 등 안전

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개소이다. PF(Power Frequence) 궤도회로는 분기구간에 설치된 회로로서 열차 

유무상태 검지를 위해 설치되었다. PF궤도회로는 경보회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장애 사전인지에 어려

움이 있어 착전전압 감시를 위하여 신호기계실에 전압센서를 설치하였다.  0~15v 사이의 교류전압을 

입력받아 4~20mA로 변환하여 수집장치의 아날로그 입력포트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압센서는 상시 착

전전압 감시가 가능하다. PF 궤도회로 장애 발생시에는 열차 신호 및 속도코드 현시가 불가하고, 선로

전환기의 전환이 불가하다. 전류센서를 설치하여 PF 궤도회로 수신전압 상시체크가 가능하고 이상전압 

수신시( 기준 : 5.5V, 상 · 하위 10~20%) 사전 예방점검 가능 고장 · 장애발생시 신속한 인지를 통한 

관련부서 통보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Fig 10. 전압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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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센서 PF궤도회로

3.4 궤도분야 

지하철 레일의 신축이음매는 열차 운행이 종료된 야간을 이용하여 인력검측을 시행하고 있다. 야간 인

력검측시 검측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측정치가 변화하고, 동절기, 하절기 변화량에 대한 과학적인 데

이터 관리가 미비하다. 특히 한강을 횡단하는 청담대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궤도 신

축에 의한 열차 탈선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동절기 및 하절기 온도변화에 따른 레일 신축량을 과학적

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년도별 신축량을 비교, 분석하여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변위센서를 설치

하였다. 청담대교 레일 및 거더 신축이음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우리공사 선로조건에 적합하도록 설

치한 변위센서는 청담대교의 레일의 신축량 측정 및 교량 거더의 신축량 측정용으로 사용되며, 탈부착

이 용이하고 강우, 강설, 진동, 오염등에 대한 내환경성을 가진 제품을 설치하였다. 레일부 설치위치는 

신축이음메 장치 궤간 외측에 부착하고, 거더부 설치위치는 도상 상면 및 교량 상면에 부착한다. 온도센

서는 청담대교 레일신축이음매부 레일 표면온도 측정용으로 사용되며 레일 신축과 표면온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궤도 및 거더의 관리기준치 초과 발생시 예측 가능한 전조증상으로 신축이음매부 전,후 구간 궤도틀림

(자갈쏠림, 도상침하 발생) 현상이 발생한다. 교량 거더와 장대레일의 신축은 각각의 신축부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역방향 신축발생구간에서 도상불안정 및 궤도틀림 현상이 발생한다.

Fig 11. 청담대교 센서 설치

변위 센서 설치 위치

 

청담대교의 개소별 신축이음매에 대한 시간대별 실시간 측정값을 표시하여 측정값 추이, 스트로크와 온

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대상(레일,거더)에 대한 지정기간별 스트로크 값에 대한 비교를 하여 과년도 

평균보다 얼마나 올해 변화가 있는지 추이를 분석하여 이상징후 사전확인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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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신축이음매 스트로크와 교량 거더의 이동량을 비교하여 레일과 교량의 움직임을 상호 연관성 분석

으로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장애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Fig 12. 궤도분야 센서

변위 센서 온도 센서

   용도 : 레일신축이음매 및 교량거더 변위

   측정 범위 : 0 ~ 150mm 

   출력 : 4 ~ 20mA          

   인터페이스 : AI

   IP 보호등급 : IP67 이상(방수등급)

  용도 : 레일신축이음매부 레일 표면온도 측정용 

  형식 : 백금 측온저항체(RTD, PT-100)

  출력 : 4 ~ 20mA          

  인터페이스 : AI

  측정범위 : -30 ~ 80°C

 4. 결론

1995년 개통 이후 장기 사용에 따른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기능실에 설치된 설비의 예

지분석을 통한 장애예방 및 점검의 과학화를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기능실 설

치여건을 고려하여 터널구간에 설치된 본선환기실 및 배수펌프실은 전체 기능실을 대상으로 전류센서 

및 소음, 온도센서를 설치하였고, 변전실과 배수펌프실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감시를 통한 육안점

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압센서를 설치하여 경보라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장애 인지

가 어려운 PF궤도회로의 착전전압을 상시 감시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도모하였다. 청담대교 레일의 이음

매신축량의 과학적 측정, 데이터관리 및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변위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센싱된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누적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역사 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

크 구축을 위하여 전력선 통신기술을 이용한 OFDM 전송모뎀을 설치하였다. 기 설치된 전화선으로 고

속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여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물리적 센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자 UI(User Interfac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용자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감시, 관리 화면을 구현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장 예지 분석을 통한 점검의 과학화, 효율화이며 고장 발생 포인트를 신속, 

정확히 찾아내 신속히 조치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센서 및 소음 데이터를 감시, 관

리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사용자 UI(User Interface) 프로그램과 장애발생 전조증상을 예측하기 위한 

전문인력, 센서 데이터가 조화된 시스템 구현으로 장애예방, 효율적인 인력운용, 최적화된 설비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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