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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시스템은 궤도, 토목, 차량, 전기, 신호 분야 등 각

각의 기술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특히 선로구축물 분야는 철도 분야 중에서 근간이 되는 분

야로서 주행하는 열차의 주행안전성 및 승차감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환경소음, 진동 및 철도 전체건설 및 운

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선로구축물 중 궤도는 차륜주행의 선형 틀로써, 열차의 원

활한 주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속적

인 열차의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하중은 궤도의 변형

을 유발하여 열차 주행을 방해하고 급기야 열차 주행의 안

전성 문제로 이를 수 있는 주행 면의 부정합, 즉 궤도 틀림

(Track Irregularities)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안

전점검을 통해 궤도의 선형성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열차

의 주행 안전성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식별법(System Identification)과 하중추

정법(Source Identification)의 기술을 대형구조에 적용시켜

보다 체계화된 계측분석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등가

단자유도계로의 모형화로 이상적으로 단순화시킨 작업체계

를 제시함으로써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려 하였다[1,2].

고전적인 주파수영역 해석은 시스템에 대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변

환하고 그 비로 나타낼 뿐 시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

지 않다. 하지만, 철도차량은 주행 중에 궤도틀림의 영향에

의해 계속 진동하므로 주파수 대역 뿐만 아니라 시간 대역

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특성뿐만

아니라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웨이브렛 변환을 통해 전달함

수를 정의하고 구축된 전달함수를 통해 궤도틀림을 추정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치예제를 통해 궤도틀림의 추정의 정

확성을 검증하였으며, 궤도틀림지수를 사용한 궤도틀림 식

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track irregularity using a wavelet transfer functio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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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하여 궤도틀림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궤도틀림과 대차

가속도응답신호에 의한 등가 웨이브렛 SISO 전달함수를 정의하였다. 현장에 적용되는 검측차의 25cm단위 궤도

검측 기준에 맞추어 궤도틀림과 대차가속도 응답신호를 조정하였다. 웨이브렛 변환을 적용하기 전 입력데이터

는 웨이브렛 변환 정의 조건에 맞추어 범위를 재조정한 회귀신호이다. 또한, 웨이브렛 역전달함수를 정의하여,

궤도틀림을 역추정하였다. 추정된 궤도틀림과 실제의 궤도틀림의 비교를 위해 상관도와 FRF를 비교·분석하였

다. 예측된 값과 기준값과의 잔차의 분산비로 정의되는 틀림지수를 사용하여 궤도틀림의 이상을 분석하였으며,

개발될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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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이브렛 변환

2.1 연속 웨이브렛 변환(CWT)

연속 웨이브렛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

CWT)은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푸리에 변환

(Short-Time Fourier Transform : STFT)의 대안적 접근법으

로서 개발되었다. 웨이브렛 변환에서는 STFT에서 창 함수

(window function)에 대응하는 함수로 웨이브렛(Wavelet)을

사용한다[4].

먼저 연속 웨이브렛 변환을 정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특

성이 있는 실수 혹은 복소수의 연속시간 함수 Ψ (t)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함수 Ψ (t)가 위 두 조건을 만족하고, 뒤에 정의될 허용조

건(admissibility condition)을 만족한다면, 이 함수를 모웨이

브렛(mother wavelet)이라고 부른다. 허용조건은 웨이브렛 역

변환을 형식화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위의 두 조건은 연속

웨이브렛 변환을 정의에 필요한 웨이브렛 함수의 필요조건

이다. 먼저 두 번째 특성은 Ψ (t)에서의 에너지 대부분이 유

한구간에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첫 번째 특성

은 진동 혹은 파동을 나타내는 함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

인함수와 대조적으로 이것을 wavelet이라고 한다. 이 두 특

성이 만족되면, 모웨이브렛의 속성은 무한구간 함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웨이브렛 Ψ (t)를 웨이브렛 모함수

(mother function)라고도 정의하며 이 모함수로부터 웨이브

렛의 스케일을 변화시키는 즉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웨이브

렛 압축계수 “a”와 시간상에서의 웨이브렛의 전이를 나타내

는 전이계수 “b”와의 합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웨이브렛 집

합이 정의된다.

 

(2)

 

a: 압축계수, b: 전이계수

식 (2)는 웨이브렛 모함수 Ψ (t)로부터 웨이브렛 계수 “a”

와 “b”를 변화시켜 크기가 다른 다양한 웨이브렛의 집합을

정의한다.

위와 같이 정의된 웨이브렛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3)

 

여기서 Ψ (ω)는 웨이브렛 Ψ (t)의 푸리에 변환이다. 이 조건

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Ψ (ω)는 ω=0에서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기 위해 0이 되어야 하며 이를 푸리에 변환과 연결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얻는다.

, (4)

2.2 연속 웨이브렛 역변환(ICWT)

함수 f(t), 이며, 웨이브렛 Ψb,a(t)가 ,

일 경우 연속 웨이브렛 역변환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6].

(5)

웨이브렛을 웨이브렛의 에너지로 평균화한 듀얼 웨이브렛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6].

 

(6)

따라서 연속 웨이브렛 역변환은 시간상에서의 합성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4].

(7)

따라서 웨이브렛 역변환은 듀얼 웨이브렛과 웨이브렛 변

환의 합성적을 스케일축에 따라 합성함으로써 함수 f (t)를 복

원하게 된다. 연속 웨이브렛 역변환의 수식은 이처럼 듀얼

웨이브렛을 이용함으로써 단순화되며 수치적 연산 또한 푸

리에 변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4].

(8)

2.3 등가 SISO 모델 웨이브렛 전달함수

공학문제에서 SISO(single input single output) 시스템은

가장 이상화된 시스템이다. 즉 구조 동역학 문제에서 단자

유도 시스템으로 이상화된 것처럼 입력정보도 하나뿐이고 입

력에 의한 시스템의 출력도 하나뿐인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

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를 응용하여 검측차와 같이 검측차

가 이동하면서 진동하는 동적 거동에 궤도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서 입력 소스를 궤도 하나로 가정할 수 있고, 이

때 검측차 차체에서 가속도를 계측하면 SISO 시스템으로 가

정할 수 있을 것이다[5,10,13].

일반적으로 KTX와 같은 일반 차량에 계측센서를 설치하

면 차량에서 계측한 가속도성분에는 다양한 궤도 틀림에 의

한 입력성분들 이외에 연결된 차량에서 전달되는 진동성분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선형성분과 비선형성분이 모

두 포함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선형으로 간주하여 해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거동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

지만 MIMO 모델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사용하기 간편한

등가 SISO 모델에 의한 주파수 영역 전달함수를 수학적으

로 정의하고 이를 변환하여 웨이브렛 전달함수에 적용하고

자 한다.

MIMO 모델의 주파수영역 전달함수는 식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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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기서 입력성분을 식 (10)와 같이 시간차가 있는 유사함

수로 가정하면 입력성분은 식 (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0)

(11)

따라서 등가 SISO 모델에 의한 전달함수는 식 (1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2)

여기서 Di(f)는 i번째 차륜에 가해지는 입력(궤도틀림)값이

고, 는 j번째 대차에서의 가속도 응답이며, 는 이

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등가 SISO 모델에 의한 전달

함수이다.

정의된 등가 SISO 모델 전달함수에 웨이브렛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의 모 웨이브렛 함수(mother wavelet

function)를 사용하여 웨이브렛 변환을 ‘시간-스케일’ 영역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J. Morlet에 의해 고안된 Morlet 웨이브렛

적용하였다. Morlet 웨이브렛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7].

(13)

여기서, α는 웨이브렛의 크기를 결정하는 계수이다.

웨이브렛 변환에서 모 웨이브렛 함수는 계측 값에서 ‘시

간-스케일’ 영역으로 변환시킨 함수 식 (14)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4)

여기서 Ψ((t-b)/a)는 웨이브렛 모함수이며 압축계수 a와 전

이계수 b에 의해 변화한다.

따라서 등가 SISO의 전달함수는 웨이브렛 기반 전달함수

Hw(t, f)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8].

(15)

여기서, Wf(b,a)와 Wg(b,a)는 입력 신호 x(t)와 출력 신호 y(t)

의 웨이브렛 변환 결과이고 Wg
*(b,a)는 Wg(b,a)의 공액 복소

수이다. 

웨이브렛 스펙트럼의 교차 상관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9].

(16)

여기서, Wff (b,a)=Wf (b,a)Wf
*(b,a)는 웨이브렛 파워스펙트럼이

고, Wfg (b,a)=Wf (b,a)Wg
*(b,a)는 교차 웨이브렛 스펙트럼이다.

2.4 궤도틀림지수

궤도틀림이 있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궤도틀림지

수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Sohn and Farrar[11]의 손상진단 이

론은 손상 전·후의 계측값과 기준값과의 잔차의 분산을 사

용하여 비교하는 것이었으나, 본 연구는 이동하는 차량에서

계측한 데이터로 궤도틀림의 이상을 확인하도록 Sohn and

Farrar의 식을 확장하여 잔차의 분산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값으로 적용하였다.

즉, 식 (17)과 같이 오차의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한 정상

궤도틀림과 정식화된 궤도틀림 간의 잔차의 분산(σu
2)과 오

차의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한 궤도틀림과 정식화된 궤도틀

림 간의 잔차의 분산(σd
2)간의 비를 일정한 구간의 이동창

(moving window)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평균하여 궤도

틀림지수(Track Irregularity Index, TII)를 정의하였다[5].

(17)

3. 수치예제

3.1 해석모델

Fig. 1 3D train model for the simulation study

본 예제에서는 횡방향 차량진동을 사용하여 궤도 틀림을 추

정하였다. 줄틀림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반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여 차륜 사이의 간격 및 차량의 속도에 따라 차륜별

로 입력하여 대차에서의 측정점별 가속도 응답(acceleration

response)을 구하였다.

설정된 구간을 기준 궤도틀림이라 정의하고 KTX 차량이

300km/h의 등속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대차 가

속도 응답신호는 기준 궤도틀림을 3차원 수치해석 모델 차

축(IP1~IP4)에 적용하여 시간 이력해석을 통하여 해석된 대

차(CP1~CP4) 가속도 응답신호 중 IP1과 CP1의 신호이다.

3.2 줄틀림 추정

Fig. 2는 웨이브렛 변환 정의의 정의역 구간을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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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성분을 제거한 궤도틀림의 회귀신호이다. 이후의 모든

입력신호는 회귀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를 이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으면, 역추정도 회귀신호의 역추정이다.

Fig. 2 Regressed signals

Fig. 3 Wavelet transformed regressed signals

Fig. 2는 기준 궤도틀림과 대차 횡가속도 응답 회귀신호

이고 Fig. 3은 기준 궤도틀림과 대차 횡가속도 응답 회귀신

호를 웨이브렛 변환한 것이다.

Fig. 3(a)는 기준 궤도틀림의 웨이브렛 변환을 통해 줄틀

림이 불규칙하게 변형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약 0.06~0.12Cycle 부근에서 일정한 대역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궤도틀림에 따른 대차 횡가속도 응답 회

귀신호 웨이브렛 변환은 Fig. 3(b)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4 Averaged wavelet transfer function

Fig. 5 Comparison of estimated and measured track geometries

Fig. 4는 식 (15)에서 정의된 SISO의 웨이브렛 기반 전달

함수를 이용하여 전 구간의 궤도틀림과 대차 횡가속도 응답

신호를 바탕으로 웨이브렛 변환한 결과이다.

궤도틀림과 대차 횡가속도 응답신호를 500m의 샘플구간

으로 나누고 각 샘플을 50% overlap하여 전달함수를 구축

하고 평균함으로써 평균 웨이브렛 전달함수를 구축하였다.

이는 궤도틀림에 의해 발생되는 순수한 대차 횡가속도 응

답신호에 포함된 레일이음매, 체결구 등에 의해 발생되는 이

상 횡가속도 응답신호를 산술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다.

Fig. 4는 입력과 출력 신호에 의해 산출된 전달함수가 시

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약

0.12~0.24Cycle 부근에서 일정한 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전달함수를 이용하여 궤도틀림의 회귀신호를 역추정하는

데, 보다 높은 신뢰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5는 웨이브렛 변환 평균 전달함수를 기반으로 기준

궤도틀림을 역추정한 것이다. Fig. 5의 궤도틀림 회귀신호 역

추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분석

하였다. Fig. 6(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신호와 추정신호의

상관도가 저주파 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며, 또한 Fig.

6(b) FRF 분석 결과 두신호의 동적 특성이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6 Evaluation of the closeness of two track geometries

3.3 궤도틀림 식별

본 연구에서는 잔차에 의한 틀림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궤도형상의 오차를 고려하여 2%의 임의오차를 궤도틀림에

추가하였다. 또한 데이터 100개를 10% 이동 평균하여 궤도

틀림지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이 일정구간(500m)을 운행한 경우에 대

해 예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Fig. 7(b)에서 보듯이 웨이브

 

 

 

 

 

Fig. 7 Track irreg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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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 변환만으로도 궤도틀림의 위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

다. 하지만 궤도틀림의 크기를 절대적인 값으로 볼 때 상당

히 작아, 차량의 운행구간이 길어지면 주위의 값들로 인해

궤도틀림의 이상 유·무를 식별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따

라서 궤도틀림의 위치 및 크기를 보다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궤도틀림지수를 사용하여 궤도틀림을 식

별하였다.

Fig. 8에서와 같이 궤도틀림지수를 사용하면 궤도틀림의 크

기가 절대적으로 커 궤도틀림의 이상 유·무를 보다 명확

하게 식별할 수 있다.

Fig. 8 Track Irregularity Index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궤도틀림을 역추정하기 위한 웨이브렛 변환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기준 궤도틀림과 대차 가속도 응

답신호의 상관관계를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하여 등가 SISO

전달함수를 정의하고 적용하였다.

3차원 수치해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리되었다.

1. 기준 궤도틀림과 3차원 수치해석으로 얻은 대차 가속

도 응답신호를 사용하여 웨이브렛 변환 분석을 시행한 결과,

궤도틀림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가속도와 궤도틀림 사이에

는 일정한 선형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 궤도틀림과 3차원 수치해석으로 구한 열차의 대차 가

속도 응답신호를 이용하여 등가 SISO 웨이브렛 기반 평균

전달함수를 구축하고 궤도틀림을 역추정하였다. 기준 궤도

틀림과 추정 궤도틀림의 상관도 및 FRF 분석을 통하여, 일

정 Cycle 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추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3. 궤도틀림의 위치 및 크기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궤

도틀림지수를 사용하여 궤도틀림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웨이브렛 변환 알고리즘을 통해 궤도

틀림을 추정하였다. 수행결과 궤도틀림 역추정, 궤도틀림의

발생위치 추정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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