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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there are many types of data, such as wear data or irregularity data, are detected for analyzing 

railway performance. The analysis of railroad wear or irregularity data is most effective method for the efficient 

railway maintenance. Especially, the track damaged directly by train, have as important position with the inspection 

data. This study suggest the Life-Cycle performance analysis method and process of railroad by analyzing two types 

of data, wear data and irregularity data. This analysis methods can be applied to suggest the Life-Cycle performance 

of railroad based on environmental factors or design factors, such as sleeper type, roadbed type, cant, the radius 

of curvature, speed, maintenance history and so on.

1. 서론

일반적으로 레일 마모와 틀림은 열차의 주행안전 및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음진동의 주요원인으

로 작용한다. 레일마모가 발생할 경우 궤도구조의 파괴를 촉진시킴으로써 차량 및 궤도유지보수비를 크게 증

가시키며, 레일틀림이 발생하는 경우 궤도 틀림의 장파장 혹은 단파장 특성에 따라 차량의 동적 특성과 연관

되어 직접적으로 승차감 및 주행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틀림 혹은 마모 원

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차량운행 조건과 선로선형 및 궤도구조를 정확하게 분석 및 예측하는 것은 중요

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수 구간특성 및 환경 영향인자를 고려한 검측 자료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축적된 서울 메트로 지하철 2호선의 마모 데이터와 경부선 고속철도의 틀림데이터로부터 궤도 구성품의 건전

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하고 잔존수명을 예측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한 구간 특성에 따른 시간-마모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유사한 방식으로 틀림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 및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생애주기분석을 위한 마모 데이터 분석

본 절에서는 다변수 구간특성 및 환경인자를 고려한 검측 자료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회귀 나무기반 모델

의 타당성 판단을 위해 서울 메트로 지하철 2호선 마모 데이터와 마모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다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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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특성 및 환경인자를 바탕으로 CART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철 궤도의 생애주기 분석을 수

행하였다.

2.1.1 지하철 마모 검측 데이터 특성

서울 지하철 마모데이터의 경우 하나의 측정 지점에 대하여 레일의 마모 데이터 측정 지점마다 총 6개의 

측마모 및 직마모량과 게이지에 의해 측정된 게이지 마모량을 포함 총 7개의 마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1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레일마모는 차륜에 의한 윤중, 역행 또는 제동에 의해 생기는 접선력

(마찰), 곡선 통과시 발생하는 횡압, 좌우 차륜의 주행로 차이에 의한 차륜의 이동거리 불균형 등 외력에 의

하여 레일 두부면 및 측면마모가 발생한다. 특히, 곡선외측 레일에서는 열차운행 조건 및 환경적 조건에 따라 

차륜 구름 접촉 불균형에 의해 국부적으로 이상마모가 발생한다. 이러한 레일 이상마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마모레일 두부 하방 13mm(C0)에서 측정된 측마모 데이터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2.1.2 검측 데이터의 CART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변수 구간특성 및 환경인자를 고려한 검측 자료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회귀 나무기반 모

델(TBM : Tree Based Model) 분석 수행을 위해 지하철 2호선 마모 데이터와 마모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다변수 구간특성 및 환경인자를 사용하였다. 2호선 지하철의 구간특성 인자 및 환경인자는 레일의 종류, 

레일의 위치, 도상, 곡률반경, 캔트 슬랙 및 운행 일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레일의 종류는 ks-50kg 과 

ks-60kg 두 종류의 레일이 있으며, 레일의 위치는 지상과 지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도상은 콘크리트 도

상, 자갈 도상과 일부 구간의 방진상 콘크리트 도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곡률반경은 직선구간과 완화곡선 

구간 및 최소 250m부터 627m까지 분포된 원 곡선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캔트 간격은 최소 96cm 부터 

120cm 간격으로 구분하며, 슬랙은 5~9cm에 분포하고, 운행 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유지보수 이력이 없는 

구간을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4번에 걸쳐 검측된 지하철 2호선 내선 마모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총 X1부터 X7까지 총 7개의 구간특성 또는 환경특성을 영향인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 인자로 Y1인 직마모와 Y2인 측마모를 선정하여 이 중 실질적으로 지하철 궤도의 성능 평가에 

주요 판단 인자로 사용되는 측마모와 구간특성 및 환경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마모 

데이터가 검측되는 기간 동안 유지보수 이력이 없는 12272 point의 데이터를 검출하였고 CAR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CART 프로그램의 해석을 위해 종속변수인 직마모량은 각 검측 지점의 마

모량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CART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귀나무 모델 해석시 각각의 영향인자는 불연속적인 변수와 연속적인 변수로 

구분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해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마모 데이터라는 종속 변수가 포함된 전

체 데이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무 방식에 의해 분할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최종 노드 개

수와 분할 방식은 다르다. 그림 1(a) 는 CART 분석을 통해 분할 가능한 데이터 나무 분할 중 최적의 분할 

방식과 최적의 노드 수를 보여주며, 본 해석에서 최적의 하위 노드개수는 18개이다. 그림 1(b) 는 최적의 방

법으로 CART 분석된 데이터의 하위 노드 분포 정도를 보여주며, 그림 1(c) 는 CART 분석을 통하여 종속변

수와 각종 구간특성 또는 환경인자 등의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경우 X4인 곡률반경이 

측마모데이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간특성 인자로 판단되며, X1인 레일 타입이 비교적 측마모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구간특성 인자로 판단된다. 이는 실제 레일의 측마모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곡률

반경인 부분과 일치한다. 또한 곡률반경 이외에 X5인 캔트, X3인 도상 종류 및 X7인 공용 사용일수의 경우

다른 영향인자에 비해 측마모량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캔트는 궤도 설계시 곡률반경

에 의해 결정되는 인자이므로 측마모량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며, 도상종류의 경우 자갈 도상과 콘크리트 

도상의 마모량은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지하철의 운행 횟수 및 통과 톤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용 사

용일수는 실제 레일의 측마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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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T 분석을 통한 최적 노드 결정

(b) 최종 노드의 분포 정도

(c) CART 분석을 통한 검측 자료 상관관계 분석 (d) TBM 모델

그림 1 CART 분석을 통한 영향인자 분석

2.1.3 환경영향인자를 고려한 궤도 수명평가

본 절에서는 축적된 서울 지하철 2호선 마모 데이터로부터 궤도 구성품의 건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하고 잔존수명을 예측하여 효율적 유지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을 위하여 지하철 레일단면마모

데이터를 이용한 구간 특성에 따른 시간-마모량의 확률적 분포 변화와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궤도 구

성품의 건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초기 단계로 지하철 레일단면마모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마모량분

포 변화를 산출하였다. 시간에 따른 마모 변화 산출을 위해 레일 교체 등의 유지보수의 영향이 없는 구간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비록 레일의 마모는 곡률반경, 도상, 침목, 환경적 영향 등의 상호관계에 따

른 복합적 메카니즘에 의해 발생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곡률에 따른 마모의 증가를 관찰하기 위해 측마모량을 

제외한 다른 검측치들은 분석에서 배재하였다. 해석 구간 기간에 사용한 데이터는 2005년 3회차 ~ 2006년 

2회차 동안에 측정한 4개의 지하철 마모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이 기간 동안 레일교체 및 마모에 영향을 주는 

유지보수는 없다. 지상구간 및 지하구간의 측마모량과 직마모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2 과 같다. 

아래 회귀 분석식을 통해 레일 궤도의 곡률반경이 감소하거나 (단, 단 도유기 미설치구간인  구간) 사

용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레일의 측마모량과 직마모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 및 지하구간에 대한 

측마모량의 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 분석식을 통해 레일 궤도의 곡률반경이 감소하거나, 사용 기간이 증가함

에 따라 레일의 측마모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구간에서는 측마모 변화량에 곡률반경과 시간이 

서로 유사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구간의 다중선형회귀식의 시간 상수 0.0181(mm/

일) 과 지하구간의 시간 상수 0.0084(mm/일) 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곡률반경 조건에서 지상구간의 측마모량

이 지하구간의 측마모량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상 및 지하구간에 대한 직마모량의 

분석 결과를 통해 레일 궤도의 곡률반경 변화와 사용 기간 증감에 따른 레일 직마모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식을 통하여 동일한 곡률반경에서 궤도의 사용 기간에 따른 궤도의 직마모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

다. 곡률반경이 클수록 직마모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분석결과 마모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매우 

적어 마모측정 시스템이 가지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직선구간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237일) 동안 

누적된 직마모량 예측 모델 수립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상구간의 다중선형회귀식의 시간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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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4(mm/일)와 지하구간의 0.0017(mm/일)을 비교해보면 지상구간의 직마모량이 지하구간보다 크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a) 측마모량 분석 (좌:지상, 우:지하) (x축 : 곡률반경, y축 : 시간(일), z축 : 측마모량(mm))

    

(b) 직마모량 분석 (좌:지상, 우:지하) (x축 : 곡률반경, y축 : 시간(일), z축 : 측마모량(mm))

그림 2. 영향인자를 고려한 마모데이터 다중회귀분석

2.1 생애주기분석을 위한 틀림 데이터 분석

본 절에서는 다변수 구간특성 및 환경 인자를 고려한 검측 자료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고속철도 틀림 검측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진행 내용과 틀림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과 관련

하여 기술하였다.

2.1.1 고속철도 틀림 데이터 특성 및 문제점

현행 EM-120에 의해 검측되는 고속철도 틀림 데이터는 10m 현 중앙 종거법에 의해 검측되며, 기본원리

는 그림 3와 같다. a,b,c로 표현된 검측점에서 궤도의 변위량 정보가 수집되며 이것은 다시 식 (1)을 이용하

여 versine 형태로 수집되며, 이는 면틀림과 줄틀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림 3 중앙종거법 궤도틀림 검측

         



             식(1)

여기서  h : Versine at point b

        a : 후방 트롤리의 위치

        b : 검측 트롤리의 위치

        c : 전방 트롤리의 위치

궤도틀림은 열차가 주행하는 서로 평행한 두 개의 레일이 열차의 반복운행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상하 또

는 좌우로 원래 위치에서 소정의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현상에 따라 줄틀림, 면틀림, 궤간틀림, 

수평틀림, 평면성 틀림 등이 있고, 열차 운행 시 열차의 동요를 유발시켜 안전성 및 승객의 승차감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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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 국내 철도의 경우 근래에는 EM-120 또는 Roger와 같은 자동화 검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검측차에 의한 궤도검측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궤도검측차를 이용한 궤도검측의 경우 

거리상의 측정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때의 결과가 검측차량 및 검측센서의 특성, 검측속도 등 여러 요

인으로 인해 실제 값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4 고속철도 틀림 검측 데이터(샘플)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궤도 틀림 데이터 중 다수의 구간에서 검측된 틀림 데이터에서 단순 가공이 불가능

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림 4의 데이터는 1km가 증가하는 지점에서의 데이터이다. 검측된 고속철도 하선

의 틀림 데이터는 1km가 변화하는 지점(98km999m75cm 에서 99km로 변하는 지점) 사이에 틀림 측정기기 

자체의 거리 보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데이터가 기입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981,000.00~982002.70), 1km 단위가 변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틀림 데이터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수의 고속선 궤도 틀림 데이터에서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틀림 

데이터를 이용한 궤도 생애 주기 분석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2.1.2 생애주기 분석을 위한 고속철도 틀림 데이터 처리 

선로 변에는 10km마다 비컨(beacon)이 설치되어 있어 고속 검측 설비 및 자주식 검측차가 측정을 수행하

는 도중에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정할 수 있으며, 검측 시스템 내에는 비컨으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처

리할 수 있는 DAU(거리보정장치)가 장착되어 최대 거리오차를 10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절에

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거리에 대한 보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경우 일정 단위 구간(1km) 별로 데이터

의 튐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이유는 정확하게 연구 및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처럼 일정 

구간 단위에서의 궤토 틀림 검측 데이터의 튐 현상 문제나 실제 검측되는 틀림데이터의 값이 실제 궤도 형상

을 구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단위(1km) 별로 데이터를 구분

하여 단위 구간별 데이터의 표준 편차 또는 파장 분석 등의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궤도 틀림 데이터를 이용한 궤도 수명 예측 및 유지 보수 주기 활용에 있어, 일본

의 경우에는 100m 구간에 대한 25cm 간격의 데이터를 1lot이라는 단위 구간으로 선정하여 1lot에 대한 표준

편차의 값을 궤도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 궤도관리 시스템인 Ecotrack의 경우도 일정 구간에 

대한 표준편차를 궤도 상태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M시리즈 차량에 의해 검측되는 궤도 틀림 데이터는 0.25m간격으로 versine 

값을 저장하므로 측정현의 절반인 5m까지 versine을 20번 검측하게 된다. 이 경우 한 위치에서의 versine 값

은 검측차 길이의 반이 지나간 후에 검측된 값과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5m 간격의 단위로 서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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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개의 데이터 세트가 검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versine으로 검측된 데이터는 실제 궤

도의 모형과 다른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기

존 궤도의 안정성 평가에 사용되는 200m 혹은 일정 구간의 표준편차 분석 외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세트 안에서의 틀림 데이터 관계를 고려하는 분석 기법 및 데이터 처리 파일럿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한 데이

터 분석이 보다 궤도의 성능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궤도 구성품의 건전도 평가를 위해 4회/년 측정되는 지하철 마모데이터 중  2005년 3회차 

～ 2006년 2회차 데이터를 가공하여 시간에 따른 마모량 분포 변화를 산출하고, CART 분석을 통한 영향인

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곡률반경, 시간(일), 레일 위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철 마모량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틀림 데이터 분석을 위한 틀림 데이터 처리 과정에

서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환경 영향인자를 고려한 틀림 검측 데

이터 기반 궤도 생애주기 분석 및 수명 산정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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