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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SMRT Tunnel Monitoring System(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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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 현재 서울에는 지하철 9개 노선 316.9km가 건설

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서울의 주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정시에 연결하는 지하철은 하루 평균 6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객 증가와 시민들의 활동 시간대 다양화로 지하

철 운행시간이 05:30부터 익일 01:30까지 하루 20시간 가까

이 되고 있다.

도시철도는 대부분 지하에 건설되므로 토목구조물과 궤도

시설, 급전시설, 신호 및 통신시설이 지하터널에 설치되어 있

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는 열차운행이 종

료되고 전차선이 단전된 후에 시작되므로 심야에 3시간 정

도만 가능하다.

터널 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대부분 교대근무에 의한 육

안점검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1]. 인력에 의한 점검은 경험

과 직관력, 종합적 판단력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어둡고 긴

터널에서는 점검범위와 점검능력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점검인원 부족으로 인해 점검주기가 길어질 경우 전조

증상을 인지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

므로 장애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육안점검 위

주의 시설물 유지보수체계는 작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가 용이하지 않아 작업품질의 저하나 조치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2].

교대근무에 의한 점검은 주간작업에 비해 많은 인력을 필

요로 하며 인력활용 효율도 떨어진다. 교대근무는 업무의 연

속성 감소로 조치를 다음 교대자에게 미룰 수 있으며, 같은

전조증상에 대해 교대자 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 장애를 적

기에 조치하지 못할 수 있다[3]. 

인력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탐상차량과

검측차량을 운행하여 레일의 균열과 틀림 등을 점검하고 있

으며[1], 최근에는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차선 마모를 측

정하는 연구[4]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탐상차량이나

검측차량을 이용한 검사는 점검대상과 항목이 매우 제한적

이며, 장비가 고가여서 보유대수가 적고, 심야에만 운행할 수

있어 검사주기가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운행 중인 전동차에 고성능 카메

라와 소음·진동 센서를 설치하여 열차운행 중에 터널 내

상황과 열차 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 점검하는 터널모

니터링 시스템 TMS(Tunnel Monitoring System)를 개발하여

서울지하철 5~8호선에서 운영하고 있다[5].

TMS에 의한 점검이 추가로 실시되면서 육안점검만 하던

전년도에 비해 터널 내 시설물 예방보수 건수가 6개월 동

안 225% 증가하였으며, 열차운행 장애도 53%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MS 도입으로 점검범위가 확대되고, 정확성

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TMS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목적으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to analyze the achievements of the Tunnel Monitoring System(TMS), implemented in

Seoul subway L5~L8, and to find out improved methods. By introducing the TMS, it is possible to inspect tunnel facilities

for 24 hours a day while trains are operated. The inspection capability could be expanded, the accuracy was improved, and

the cycle was shortened. The efficiency of manpower was improved and the surplus manpower could be used for other tasks

of facilities maintenance. As a result, by introduction of the TMS, the amount of tunnel maintenance was increased by

225% and the train service troubles caused by facility problems were decreased by 53%.

Keywords : Subway, TMS, Inspection, Maintenance, Vision, Sensor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서울지하철 5~8호선에 운영 중인 터널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터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종래에는 열차운행이 끝나야만 가능했던 터널 내 시설물

점검이 주간에도 가능해졌다. TMS 도입으로 전에 비해 점검능력이 확대되었고, 정확성도 향상되었으며, 점검주

기가 단축되었다. 인력활용 효율이 향상되어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예방정비 건수는 225% 증가하였고, 열차운행 장애는 53% 감소하였다.

주요어 : 원고작성 지하철, 터널모니터링, 검사, 유지보수, 비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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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TMS 구축현황과 운영현황을 기술하였다. 3

장에서는 TMS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4장에서는 TMS 운영경과와 개선할 점을 분석하였으며, 5장

에서 결론을 맺었다.

2. 터널모니터링시스템(TMS) 운영현황 및 
평가기준

2.1 TMS 구축 및 운영 현황

TMS는 차상시스템과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

선 별로 각각 한 개 편성에 설치되는 차상시스템은 여러 대

의 카메라와 소음센서, 진동센서, 위치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시스템은 데이터 서버와 영상 및 센서 데이터를 조회

하고 분석하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차상시스템에서 수

집한 영상과 센서 데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매일 분석하

여 터널을 점검하고 있다.

2.1.1 TMS 차상시스템

TMS 차상시스템은 Fig. 1과 같이 0호차 앞부분에 터널 내

토목구조물과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카메라 2대, 내측과 외

측 레일의 표면, 체결구, 침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카메라

2대, 터널 전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동영상 웹 카

메라 1대가 설치되어 있다. 1호차 상부에는 전차선과 급전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다. TMS에

서 사용된 카메라는 Table 1과 같이 130만 화소의 흑백 디

지털 CCD 카메라로 속도는 초당 20프레임이다.

0호차 하부에는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기 위하여 RFID 리

더와 타코미터가 설치되어 있다. 전동차의 절대위치는 궤도

에 설치된 900Mhz RFID 태그를 읽어 검지하고, RFID 태

그 사이의 상대위치는 타코미터를 이용하여 검지한다. 0호

차 객실 내부에는 승객이 느끼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기 위

하여 무지향성 소음계 1대와 3축 진동계 1대가 설치되어 있

다.

전방주시 웹 카메라의 동영상은 Wibro 망을 통하여 기술

관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를 제외한 6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자료와 센서에서 측정된 소음·진동·위치 데

이터는 크기가 초당 20Mbyte나 되므로 차량 별로 나누어 각

각의 녹화장치(DVR)에 기록한다. 차량이 기지에 도착하면

측정자료가 저장된 DVR 메모리를 회수하여 저장장치(서버)

에 업로드 한다.

2.1.2 TMS 운영시스템

영상과 소음·진동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TMS

운영시스템은 PC를 기반으로 한다. 운영시스템의 모니터는

Fig. 2(a)와 같이 2개의 이미지 프레임과 소음·진동 프레임,

위치정보 프레임, 제어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 프

레임에 있는 여러 버튼을 이용하여 영상과 센서데이터의 재

생 및 되돌리기 속도가 제어되고, 화면의 밝기와 확대 등이

제어된다. TMS 운영시스템의 모니터에 표출되는 각각의 영

상과 소음·진동 정보는 모두 시각과 위치가 같게 동기 되

Fig. 1 The configuration of TMS

Table 1 Specification of TMS sensors and DVR

구분 사양

카메라
Flea2 IEEE-1394 Digital CCD Camera

1.3 Mega-Pixel(1288×964), Mono, 20FPS

소음

센서

마이크로폰(Gras 40AE): 50mV/Pa, 3.15Hz-20kHz(±2.0dB)

프리앰프(Gras 26CA): 2Hz-100kHz(±0.2dB)

진동

센서

InoACCM1

측정범위: 3축, ±1.7g/축, 응답도: 1mg/60Hz, 

주파수 범위: 02.5kHz

RFID

리더

Mercury4

902~928MHz

인식거리 3m

DVR
6CH DIR(Digital Image Recorder)

Intel i7, 1394B Card, e-SATA PCI,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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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므로 열차운행상황과 동일하게 점검할 수 있다.

소음·진동 레벨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을 경

우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운영시스템의 영상분석과 소노그램,

주파수 분석 툴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발생원인을 분석한

다. Fig. 3은 서울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반포역 방

면 258m 지점에 자체 소음관리 기준인 1초 단위의 등가소

음이 80dB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분석으로, 소음발생 원

인이 오른쪽 레일의 파상마모임을 소노그램과 주파수분석,

영상분석을 통하여 찾은 결과다.

2.1.3 TMS운영

TMS 차상시스템이 설치된 전동차는 다른 전동차들과 동

일하게 운행된다. 다만 전동차 운행계획을 세울 때 TMS 차

상시스템이 설치된 전동차는 가급적 이른 시간에 출발되도

록 하고, 하루에 1회 이상 운행되도록 다이아(Dia)를 조정

하고 있다.

TMS 영상자료와 센서데이터는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기술

관제, 기술관리소, 승무관리소, 차량관리소 등 여러 부서에

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술관제에서는 영상자료 판독과 센

서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로 분석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분석센터에서는 주간에 전기, 토목, 궤도, 설비 등의 분야

별 전문가들이 레일, 전차선, 구조물 영상자료를 판독하여 외

형상의 문제점이나 잠재적 위험성을 찾아내고, 소음과 진동

레벨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을 찾아낸다. 상세점검이

필요하거나 예방보수가 필요할 경우 이상개소에 대한 위치

와 상태, 분석소견 등을 기록한 의견서를 Fig. 3과 같이 작

성하여 관할 기술관리소에 전달한다.

기술관리소에서는 관할구간의 TMS 자료에 대한 자체분

석과 함께 분석센터의 의견서를 확인한 다음, 이상개소에 대

한 현장 확인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다음 날 TMS를 통하

여 작업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현장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

다.

Fig. 2 Examples of an optional noise analysis in TMS

Fig. 3 Defects to be detected by 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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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MS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시설물 장애나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점검과 유지보수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TMS는 도시철도 터널에 대한 인력점검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MS가

장애예방에 기여한 부분과 점검 및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운영조건이 같을 경우 점검주기가 짧아질수록, 예방정비

량이 증가할수록 장애예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터널시설의

장애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는 점검주기의 단축과 예

방정비량의 증가로 정하였다. 점검 및 유지보수 효율에 대

한 평가항목으로는 투입된 총 인원과 시간 대비 장애예방 실

적을 나타내는 장애예방 효율로 정하였다. 

설비는 대부분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충격이나 온도변화,

사용시간 증가 등으로 부품의 열화나 마모, 부식, 피로누적

등이 발생하고, 심해질 경우 이상증상을 보이다가 장애로 발

전되며, 더 심해질 경우 장애가 확산되어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시설을 주기적

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주기가 길어져 장애전조증

상 발현시간이 점검주기보다 커지게 될 경우 전조증상을 인

지하여 조치하는 것을 놓칠 수 있으므로 장애예방 가능성은

감소한다. 주기적인 점검으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

(1)과 같이 점검주기가 장애전조증상 발현시간보다 짧도록

하여야 한다.

,

(1)

여기서

장애 전조증상 발현시간 t에 따른 장애발생 분포를 q(t)라

할 때, 전체 장애전조증상 발생량 Q는 식 (2)와 같다.

(2)

Q가 일정할 경우 식 (3)과 같이 점검주기 T가 짧을수록 정

기점검 시 인지 가능한 장애전조증상 발생량 M이 증가하므

로 장애예방 가능성은 증가한다.

(3)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인력에 의한 점검, 계측기에 의

한 점검, 검측차에 의한 점검, 열차첨승에 의한 점검과 같

이 다양한 형태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소 중첩되는 다

양한 형태의 점검들을 통하여 점검범위와 점검능력을 확대

시킴으로써 장애예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4)

여기서

터널 내 모든 설비에 대한 운영조건과 장애전조증상 발생

량 M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장애예방 가능성은 장애전조

증상을 인지하여 조치한 예방정비량 N에 따라 증가한다. 따

라서 점검과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

는 가능성은 식 (5)와 같이 장애전조증상 인지확률 p가 클

수록, 예방정비율 N/M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장애예방가능성 = pN/M (5)

많은 경우 장애예방 실적은 예방정비 건수로 나타나므로

장애예방 효율은 식 (6)과 같이 장애예방을 위해 투입한 인

력과 시간 대비 장애예방 실적의 비율로 정하였다. 장애예

방 효율이 높아질수록 같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장

애예방 실적이 증가하므로 장애예방 가능성은 높아진다.

장애예방효율 =장애예방실적/(인원수×시간) (6)

3. TMS 운영성과 평가 및 분석

3.1 점검주기 측면

터널 내 시설물 점검은 법에서 정한 규정과 운영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Table 2와 같이 다양한 형태와 주기로 운

영되고 있다[1]. 일부 분야에서는 매일 열차에 첨승하여 장

애나 위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1~2주에 한 번은 현장

을 도보나 모터카로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3개월에 한 번은

궤도 검측차와 소음계를 이용하여 계측점검을 하고 있다.

TMS 도입으로 열차 첨승점검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터널

p
t T⁄ if t T<,

1 else,⎩
⎨
⎧

=

p 장애전조증상인지확률=

t 장애전조증상발현시간=

T 점검주기=⎩
⎪
⎨
⎪
⎧

Q q t( ) td
0

∞

∫=

M q t( ) td
0

∞

∫ Q q t( ) td
0

T

∫–= =

N n Ii j,
j 점검방법∀∈

∪( )
i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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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장애전조증상검지량=⎩
⎨
⎧

Fig. 4 Steps raising faults of tunne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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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순회하면서 하던 일상점검도 대부분 카메라와 센서에 의

한 분석점검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점검주기도 하루에 1

회 이상으로 짧아져 연간 점검횟수가 683회에서 7,300회로

증가하였다. 점검주기가 평균 10.7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

되면서 장애전조증상 발현시간이 짧은 장애까지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전조증상 발현시간이 시간에 따

라 일정하게 분포된다고 가정 할 경우 장애예방 가능성은

TMS 도입으로 10.7배 증가하게 된다.

3.2 예방정비 측면

TMS 도입을 전후하여 각각 6개월간(도입 전: 2010년 1월

~6월, 도입 후: 2011년 1월~6월) 터널 내 예방정비 건수를

비교하였다. 터널에서의 예방정비 건수는 Table 3에서와 같

이 육안점검만 시행하던 2010년에 비해 TMS점검과 육안점

검을 함께 시행한 2011년에 225% 증가하여 장애예방 가능

성이 높아졌다.

분야별로는 전기시설 분야의 예방정비 건수가 6개월간 36

건에서 183건으로 508% 증가하였으며, 가장 적게 증가한 궤

도시설물 분야도 6개월간 571건에서 981건으로 172% 증가

하여 모든 분야에서 예방정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3.3 장애발생 측면

TMS 도입을 전후하여 각각 6개월 동안 열차운행에 지장

을 준 시설물 장애건수를 비교하였다. TMS 도입에 따른 점

검주기 단축과 예방정비 증가 등으로 열차운행 장애가 Table

4에서와 같이 6개월간 30건에서 14건으로 53% 감소하였다.

3.4 장애예방효율 측면

TMS 도입에 따른 열차 첨승점검 폐지로 이 업무에 투입

되었던 135명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1~2주마다 실시

하던 일상점검은 대부분 TMS에 의한 점검으로 대체가 가

능하므로 주기가 2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점검 및 유지보

Table 2 Changes in inspection cycles by facilitating TMS in

Seoul subway L5L8

분야 주요 점검내용

점검주기

TMS도입전 TMS도입후

육안 검측 TMS 육안 검측

궤도

시설

분기기 상태 1주 1일 2주

용접부 마모/손상 1주 1일 2주

레일 균열/틀림 3월 1일 3월

체결구 탈락/이완 1주 1일 2주

도유기 동작상태 1주 1일 2주

침목파손 1주 1일 2주

구조물

배수정체 6월 1일 6월

구조물 누수 6월 1일 6월

박리, 박락 6월 1일 6월

전기

시설

아크발생 1주 1일 2주

애자 파손/오염 1주 1일 2주

지지철 파손/오염 1주 1일 2주

전차선 상부 누수 1주 1일 2주

T-Bar 파손/오염 1주 1일 2주

터널

환경

적치물, 잔재물 발생시 1일 발생시

시설물 장애/이완 6일 1일 6일

시설물 오염 2주 1일 2주

배수로 이물질 6월 1일 6월

배수로 덮개 2주 1일 2주

통풍구 이완 '' 1일 2주

연결송수관 누수 1월 1일 1월

소음 3월 1일 필요시

진동, 충격 필요시 1일 필요시

Table 3 Increase in maintenance volume by facilitating TMS in

Seoul subway L5L8 during 6 months

구분
TMS도입전('10.1~6) TMS도입후('11.1~6)

증가율
TMS점검 육안점검 TMS점검 육안점검

토목구조 - 29 102 - 351%

궤도시설 - 571 625 356 172%

전기시설 - 36 183 - 508%

환경 등 - 38 253 - 665%

합 계 - 674 1,163 356 225%

Table 4 Decrease in train operation problems by facilitating TMS

in Seoul subway L5L8 during 6 months

구분
TMS도입 전
(2010.1~6)

TMS도입 후
(2011.1~6)

감소율

전기 11 7 36%

설비 2 0 100%

신호 15 4 73%

PSD 0 1 -

통신 1 0 100%

시설 1 1 0%

기타 0 1 -

합계 30 14 53%

Table 5 Changes in tunnel maintenance by facilitating TMS in

Seoul subway L5L8 during 6 months

구분 TMS 도입 전 TMS 도입 후 증가율

점검 인원 156 21 -87%

유지보수 인원 303 447 48%

총 예방정비 건수 674 1,519 125%

1인당 예방정비 건수 1.5 3.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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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인력을 주요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와 테마점검 등에 배치

하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1인당 예방정비 건수

가 Table 5에서와 같이 6개월간 1.5건에서 3.2건으로 증가

하여 예방정비 효율이 113% 향상되었다.

4. TMS 운영경과와 개선과제

4.1 TMS의 점검한계

TMS 도입으로 그 동안 전차선 상부 누수, 통풍구 이완과

같이 중요하지만 점검이 어려웠던 항목들도 빠짐없이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안점검에서 간과되기 쉬웠던 체결구

풀림, 침목손상, 애자오염 등은 TMS를 통해서 상세한 점검

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방정비 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카메라 해상도의 한계로 Fig. 2(a)에서와 같이 레

일의 파상마모 진행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카메라 음영지역으로 인하여 Fig. 5와 같이 레일

하부에 발생되는 균열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카메

라의 해상도를 높이고 측정각도를 조정할 경우 레일두부의

손상과 마모는 점검할 수 있으나, 레일하부 균열과 같이 TMS

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탐상차나 검측차를 이

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메라와 센서에 의한 점검은 검지범위와 능력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와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다.

경험에 의한 직관력과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

력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점검주기를 조정하더라도

TMS에 의한 점검과 함께 기술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5 The rail crack detected by an ultrasonic inspector

4.2 TMS의 운영효율

터널점검을 위하여 분석센터에서는 전문가들이 매일 방대

한 양의 영상 및 센서 자료를 수작업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지루하고 힘든 일로 자칫 분석자의 집중력 감소

로 점검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TMS 자료에 대한 점검방법

과 패턴이 정형화되고 나면, 자동화가 가능한 점검항목에 대

해서는 영상자료와 센서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상개소를 찾

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방대한 양의 영상자료 판독을 필요로 하는 시계열 분석

을 자동화할 경우 장애 발생시점과 진행속도를 보다 효율적

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

구된다.

현재는 TMS에 의한 점검으로 열차첨승점검과 일상점검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어 열차첨승점검은 중지하고 일상점

검은 주기를 1~2주에서 2주로 늘려 시행하고 있으나, TMS

도입에 따른 일상점검 내용과 주기 조정을 최적화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레일의 균열, 마모량, 변형 등을 측정하

기 위하여 탐상차와 검측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TMS 기능

보강을 통하여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경

우 안전성 향상은 물론 비용절감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으며 인력효율도 높일 수 있다.

5. 결 론

도시철도 노선은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되어 있어 주

요 시설들이 터널에 존재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열차운

행의 정시성 향상과 시설물 장애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점검과 유지보수를 시설별로, 구간별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 운행 중에는 터널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열차운행이 끝난 심야시간(3시간)에만 터널 점검과 유지보

수가 가능하였다.

터널 내 일상점검은 작업자가 심야에 도보나 모터카로 순

회하면서 하는 육안점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심야에 하

는 육안점검은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교대근

무에 의해 수행되므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인원이 줄

거나 시설량이 증가하여 일상점검 주기가 길어질 경우 장애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에서는 기존 육안점검의 문제점을 개

선하고자 각 호선마다 1개 편성 전동차에 여러 대의 고성

능 카메라와 소음·진동 센서를 설치한 터널모니터링 시스

템(TMS: Tunnel Monitoring System)을 개발하여 2011년 1

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TMS가 설치된 전동차가 운행될 때

마다 터널 내 시설물의 상태와 소음·진동이 자동으로 측

정되므로 주간에도 터널점검이 가능하게 되었다.

TMS 도입으로 점검주기가 1~2주에서 1일 이내로 짧아졌

고, 인력으로는 찾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자세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인력증가 없이도 예방정비 건수가 6개월 동안

225% 늘어났다.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장애 진행속도도 파

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장애예방 능력이 향상되었고

장애예방 활동이 늘어나면서 터널시설로 인한 열차운행 장

애가 53% 감소하였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TMS의 카메라 음영지역을 줄이고 해

상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과 위치검지의 정확성을 높이고 운

영시스템의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개선작업을 진행 중

에 있다. 앞으로 영상분석 작업 자동화와 같은 TMS 운영효

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예

방 능력과 운영효율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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