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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 알고리즘을 이용한 레일 프로파일 매칭 기법

Rail Profile Matching Method using ICP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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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describe a method for precisely measuring the abrasion of the railway using an image processing 

technique. To calculate the wear of the rails, we provided a method for accurately matching the standard rail profile data and 

the profile data acquired by the rail inspection vehicle. After the lens distortion correction and the perspective transformation 

of the measured profile data, we used ICP Algorithm for accurate profile data matching with the reference profile extracted 

from the standard rail drawing. We constructed the prototype of the Rail Profile Measurement System for High-speed Railway 

and the experimental result on the three type of the standard rail used in Korea showed the excellent profile matching 

accuracy within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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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KTX가 도입된 이후 2015년 현재 KTX의 하루 운행횟

수는 초기보다 100회 이상 늘었으며, 이에 따라 열차의 운행 능

력과 함께 선로의 안전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철도 시설물 증

가와 열차 고속화, 영업시간 연장 등으로 방대한 철도시설물에 대

한 유지보수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선로 위험요소는 현재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던 도보순회 검사

방식의 선로 유지보수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국외의 경우 전

용 검측차량을 구축하여 지상설비에 대한 실시간 검측 및 종합적

인 검측 데이터 운영을 위한 자동화 진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레일마모검측 시스템을 해외

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 및 장기

간 수리 등으로 인한 검측업무 공백 사례 발생과 같은 운용상

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된 독자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

황이다. 

레일마모 검측 시스템은 고속으로 레일 마모를 측정하기 위하

여 카메라와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접촉식으로 레일 프로파일 데

이터를 취득한 다음, 취득한 프로파일 데이터와 기준이 되는 프

로파일 데이터를 비교하여 어느 부위가 변화가 되었는지를 측정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파일 데이터 비

교를 위해서는 먼저 두 프로파일 데이터간의 정밀한 매칭이 수행

이 되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에

서도 신경망을 이용한 템플릿 매칭[1], 특정 영역의 중첩율과 이

동률을 이용한 객체 인식 및 매칭[2]과 같은 프로파일 매칭 방

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레일 단면 프로파일을 취득하고 표준 프로파일

과 정확하게 매칭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이에 

대한 정밀도를 시험한 결과를 제시한다. 

2. 레일 프로파일 측정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레일 프로파일 측정 시스템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진행한다. 정확한 레일 프로파일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시스템을 교정 및 보정한 다음, 표준 UIC60, KS 60, 50N 타입의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와 취득된 프로파일 데이터를 정확히 매칭

한다.

Lens Distortion 
Correction

Perspective Distortion 
Correction

System Correction

Profile Matching

Acquisition and Standard Profile Data  Extraction

Profile Data Labeling

ICP Algorithm Fitting

Find Profile Head Bottom Point

Translation(Head Bottom Point Matching)

그림 1 제안한 프로파일 매칭 과정

Fig. 1 Proposed profile matching process



Trans. KIEE. Vol. 65, No. 5, MAY, 2016

ICP 알고리즘을 이용한 일 로 일 매칭 기법              889

2.1 시스템 교정 및 보정

정확하게 레일 프로파일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 전에 측정 시

스템에 대한 교정 및 보정(Calibration)을 수행한다.

2.1.1 렌즈 왜곡 보정

카메라에 시야각이 넓은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지만 렌즈에 의해 상대적으로 영상 왜곡이 발생한다. 카

메라 렌즈에 의한 왜곡은 볼록렌즈의 굴절률에 의한 발생하는 방

사왜곡(Radial Distortion)과 카메라 렌즈와 이미지 센서(CCD, 

CMOS)의 수평이 맞지 않거나 렌즈 자체의 중심이 맞지 않아 발

생하는 접선왜곡(Tangential Distortion)이 원인이며, 이러한 원인

으로 인해 영상이 중심으로부터 원형으로, 또는 타원형 형태로 

왜곡되어 취득이 된다. 이러한 렌즈 왜곡이 시각적인 문제 외에

도 취득한 레일 영상을 통한 정확한 프로파일 취득에 문제를 주

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렌즈 왜곡 보정(Lens 

Distortion Correction)[3]이다.

그림 2 렌즈 왜곡 보정

Fig. 2 Lens distortion correction

렌즈 왜곡된 영상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영상을 Id, 보

정된 Iu라 하면, Iu의 각 픽셀 값을 해당 픽셀 좌표를 왜곡시켰을 

때의 Id의 대응되는 픽셀 값으로 채우면 된다.

영상 Iu의 한 점을 (xp_u, yp_u)라 하면, 식 (1)의 카메라 파라미

터를 역으로 적용하여 식 (2)처럼 정규화(Normalized) 좌표 

(xn_u, yn_u)로 변환한다.



























  
  
  

 













           (1)

fx, fy는 카메라 초점거리(Focal Length)이며, cx, cy는 카메라 

렌즈의 중심인 주점(Principal Point)이며, skew_c는 카메라 이미

지 센서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비대칭 계수(Skew 

Coefficient)이다. 

      

     

          (2)

다음으로, 중심까지의 거리 ru (ru
2 = xn_u

2 + yn_u
2)를 구하고 

왜곡모델을 적용하여 식 (3)과 같이 왜곡된 좌표 (xn_d, yn_d)를 

구한다.




 





  

 
  





 









 


 

  
 


  

   

(3)

k1, k2, k3는 방사 왜곡 계수, p1, p2는 접선 왜곡 계수이며, ru

는 왜곡이 없을 때의 중심까지의 거리(반지름)이다.

마지막으로 (xn_d, yn_d)를 다시 픽셀 좌표계로 변환하면 식 (4)

와 같이 (xp_u, yp_u)의 왜곡된 영상에서의 좌표 (xp_d, yp_d)를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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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왜곡된 영상의 픽셀 좌표를 보정된 픽셀 좌

표로 이동하면 렌즈에 의해 왜곡된 영상을 보정할 수 있다.

2.1.2 원근 왜곡 보정

카메라로 영상 취득 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원근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우리 세계

는 3차원인 것에 비해 영상 자체는 2차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공

간 안에 3차원의 모든 정보를 넣으려고 하여 원근 왜곡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일 프로파일을 취득하기 전에 

원근 왜곡에 대한 보정[4]을 한다.

3D 월드 좌표에서 2D 픽셀 좌표로의 변환 방법으로 먼저, 월

드 좌표계 상의 한 점 (X, Y, Z)를 이미지 평면(픽셀 좌표계) 상

의 점 (x, y)로 변환시키는 행렬을 T라 하면, 그 관계식은 

homogeneous 좌표를 사용하면 아래 식 (5)와 같다.






























                  (5)

이 때, T는 4 × 3 행렬로서 다음과 같이 분해하여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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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 (6)에서, [R|t]는 월드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바꾸는 

rigid 변환 행렬, Tpers(1)는 카메라 좌표계 상의 3D 좌표를 정규 

이미지평면(Normalized Image Plane)에 투영시키는 프로젝션

(projection) 행렬, K는 카메라 내부(Intrinsic) 파라미터 행렬로 

정규 이미지 좌표를 픽셀 좌표로 바꾸어 준다. Tpers(1)은 d = 1 

즉, Zc = 1인 정규 이미지평면으로의 투영변환을 말한다.



기학회논문지 65권 5호 2016년 5월

890

식 (7)에서 투영변환 Tpers(1)과 rigid 변환 [R |t]를 하나로 합

치면 다음과 같이 좀더 간단하게 식 (8), (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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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앞부분 K를 카메라 행렬(Camera Matrix)이라 부른다. 

K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Intrinsic Parameter)를 나타내고 뒷

부분 rigid 변환 [R |t]은 카메라 외부 파라미터(Extrinsic 

Parameter)를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으로 구한 식을 토대로 필요

한 파라미터를 대입하면 원하는 원근 보정이 가능하다.

그림 3(a)는 카메라와 레이저를 통해 레일을 촬영한 픽셀

(Piexl)단위의 영상이며, (b)는 (a)을 앞서 말한 보정 과정을 수행

한 후, 변환된 거리단위(mm)의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이다.

(a) (b)

그림 3 왜곡 보정 후 프로파일 (a) 보정전, (b) 보정후

Fig. 3 Acquire rail profile after distortion correction (a) 

Before correction, (b)After correction 

2.2 프로파일 데이터 매칭

정확한 레일 마모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 프로파일 데이터와 

취득한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와의 정밀한 매칭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두 프로파일 데이터의 정밀한 매칭 방법은 다음과 같

이 진행한다.

2.2.1 표준 프로파일 데이터 생성

앞서 말한 보정을 통해 실제 취득한 레일 프로파일과 매칭할 

표준 프로파일 데이터를 생성한다. 표준 프로파일은 레일 기준 

도면의 정보를 이용한다. 그림 4는 50N 레일 도면을 토대로 

0.1mm 간격으로 프로파일을 생성한 결과이다. 취득한 레일 프로

파일 데이터에서 카메라와 레이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촬영 및 

취득이 되지 않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도면을 통해 생성된 프로파일에서 레일 헤드와 넥 사이에 

프로파일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a) (b)

그림 4 표준 프로파일 생성 (a)50N 레일 도면, (b)표준 프로파일 

추출

Fig. 4 Standard profile data extraction (a)50N Rail blueprint, 

(b)Standard rail profile data extraction 

2.2.2 데이터 레이블링

표준 프로파일 데이터와 취득한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를 매칭

하기 전에 먼저, 프로파일 데이터에서 레일 헤드(Head) 부분과 

넥(Neck) 부분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프로파일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레이블링(Labeling) 알고리즘[5]을 사용한다. 

레이블링은 영상에서 복수의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 물체를 이루

는 위치 정보가 같은 라벨(Label)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림 5와 

같이 취득한 프로파일에서 연결된 프로파일 데이터들을 찾음으

로써 찾은 물체에 라벨을 부여하여 물체들을 분류하는 알고리즘

이다.

(a) (b)

그림 5 데이터 레이블링 (a)입력 데이터, (b)레이블링 결과

Fig. 5 Data labeling (a)Input data, (b)Data labeling result

그림 6 (a)은 표준 프로파일 데이터(초록색)와 취득한 레일 프

로파일 데이터(빨강색)이며, 그림 6 (b)은 그림 6 (a)인 프로파일 

데이터를 레일 헤드 부분과 넥 부분으로 분류하기 위해 레이블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레일 헤드에 속하는 프로파일 데이터(노란

색, 파랑색)와 레일 넥에 속하는 프로파일 데이터(보라색, 하늘색)

로 분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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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프로파일 데이터 레이블링 (a) 획득 및 표준 프로파일 

데이터, (b) 데이터 레이블링

Fig. 6 Profile data labeling (a) Acquire rail profile and 

standard rail profile data, (b) Data labeling 

2.2.3 레일 헤드 포인트 검색

레일 헤드 프로파일 데이터와 넥 프로파일 데이터를 레이블링

을 통해 분류한 다음 헤드 프로파일 데이터에서 헤드 포인트를 

찾기 위해 탐색을 수행한다. 헤드 포인트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레일 헤드 프로파일 데이터를 Y축 좌표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

한 다음 Y축 좌표 크기를 비교하여 레일 헤드 포인트를 찾는다. 

그림 7 (a)는 레일 헤드 포인트를 찾은 결과이다.

2.2.4 레일 헤드 포인트 매칭

표준 프로파일 데이터와 취득한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의 레일 

헤드 포인트를 찾은 다음, 두 프로파일 헤드 포인트의 좌표 정보

를 비교하여 두 좌표의 거리 차를 구한다. 구한 두 헤드 포인트

의 좌표 거리 차를 이용하여 레일 헤드 포인트를 매칭한 다음, 

매칭 정보를 모든 프로파일 데이터에 적용하여 매칭을 수행한다. 

그림 7 (b)은 레일 헤드 포인트 매칭을 토대로 프로파일 데이터

를 매칭한 결과이다.

(a) (b)

그림 7 헤드 포인트 검색 및 매칭 (a) 레일 헤드 포인트 검색, 

(b) 레일 헤드 포인트 매칭

Fig. 7 Rail head point search and matching (a) Rail head 

point search, (b) Rail head point matching result

2.2.5 ICP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파일 매칭

표준 프로파일과 취득한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와의 레일 헤드 

포인트 매칭을 수행하여도 측정 각도 및 위치에 따라 프로파일 

데이터 점들의 각도 및 위치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카메라와 

레이저로 취득 당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취득한 프로파일 데

이터에 손실이 발생하여 레일 헤드 포인트 매칭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ICP(Iterative Closest 

Point) 알고리즘[6][7][8]을 이용하여 표준과 취득한 프로파일 

데이터들을 반복 매칭하여 좀 더 정확하고 강한 프로파일 데이터 

매칭을 수행한다. 

ICP 알고리즘은 표준이 되는 데이터와 취득된 데이터를 반복

적으로 두 개의 집단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변환 정보를 출력한

다. 일반적으로 레이더의 정보를 지도에 매핑(Mapping)하거나 도

면상의 데이터와 취득데이터를 피팅(Fitting) 할 때 많이 사용된

다. 2D, 3D 공간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며 레일 프로파일은 단면

으로 2D 데이터에 해당된다. ICP 알고리즘을 이용한 레일 프로

파일 매칭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➀ 표준 및 취득된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 집단의 정보를 입력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집단을 입력하는데 빨라서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K-D Tree 알고리즘[9][10]으로 수행한다. K-D 

Tree (K-dimension Tree)는 BST(Binary Search Tree)를 다차

원 공간으로 확장한 것으로, 기본 구조와 알고리즘은 BST와 유

사하지만 트리의 레벨 차원을 번갈아 가며 비교한다는 점이 다

르다. 그림 8은 K-D 트리를 이용하여 프로파일 데이터들을 입

력하는 과정이다. 해당 점 좌표에 대해 루트에 저장한 다음, 루

트와 x축에 대하여 값을 비교하여 왼쪽 또는 오른쪽 자식 노드

에 삽입하고 y축 값도 비교하여 왼쪽 또는 오른쪽 자식 노드에 

삽입한다.

(0,0)

(10,10) (10,10) (10,10)

(0,0) (0,0)

a

b

c

a

b

c

a

d

a(5,4) a(5,4)

b(2,7) c(9,5)

d(3,1)

a(5,4)

b(2,7) c(9,5)

그림 8 K-D 트리를 이용한 프로파일 데이터 입력

Fig. 8 Profile data input using K-D tree 

➁ 회전(Rotation) 및 평행 이동(Translation)을 평균제곱오차

함수(Mean Squared Error Function)을 통해 반복적으로 가장 

알맞은 변환 정보를 얻어낸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집단을 비교

하는데 정확하고 빠른 K-D Tree 알고리즘으로 수행한다. 그림 9

는 K-D 트리를 이용하여 프로파일 데이터들을 찾는 과정이다. 

a(루트)와 x축 값을 비교하여 서브 트리로 이동(Traverse)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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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해당 노드와 y축 값을 비교하여 서브 트리로 이동하여 검색

한다.

(10,10)

(0,0)

b

c

a

d

a(5,4)

b(2,7) c(9,5)

d(3,1) e(7,2) e

그림 9 K-D 트리를 이용한 프로파일 데이터 검색

Fig. 9 Profile data search using K-D tree

➂ 변환 정보를 토대로 취득된 데이터를 회전 및 평행 이동 

시킨다. 구한 변환 정보(회전 행렬 정보 R, 평행 이동 행렬 정보 

T)를 이용하여 프로파일 데이터 좌표(x,y)를 변환 좌표(x‘,y’)로 

이동시키는 과정은 식 (10)과 같다.



 

′
′ ∙



 



                (10)

IC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표준 프로파일 데이터에 맞게 회득

한 프로파일 데이터를 변환할 정보를 구한 후, 변환 정보를 토대

로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동시켜 추출한 표준 프로파일과 획득한 

레일 프로파일을 매칭 결과가 그림 10과 같다.

(a)

(b) (c)

그림 10 ICP 알고리즘을 이용한 레일 프로파일 매칭 (a) 프로파

일 매칭 전, (b) 프로파일 매칭 후 (c) 전체 프로파일 

매칭 결과

Fig. 10 Rail profile fitting using ICP algorithm (a) Before 

rail profile fitting, (b) After rail profile fitting, (c) 

The whole rail profile fitting

3. 실험 결과

3.1 시험 장치

본 논문이 제안한 프로파일 매칭 실험을 위해 카메라와 레이

저로 구성된 레일 프로파일 측정 시스템을 제작하여 그림 11과 

같이 설치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1 실험 장치

Fig. 11 The experiment equipment

프로파일 매칭 정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면에 따라 레일 시

료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레일의 단면도 및 측면도는 그림 12와 

같으며, 좌측은 "UIC 60", 중앙은 “KS 60”, 우측은 “50N” 레일이

다. 제작한 레일과 도면에 대한 가공 오차는 약 ±0.01mm이다.

 

그림 12 레일 시료

Fig. 12 Produced rail sample 

3.2 프로파일 매칭 결과

3가지의 표준이 되는 도면 프로파일 데이터와 본 논문이 제안

한 프로파일 매칭이 완료된 프로파일 데이터의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서 두 점간의 거리 차이를 이용하여서 결과를 출력하였다. 

레일의 위치 및 각도를 변경하면서 총 300회 프로파일 취득 및 

매칭을 수행하였으며, 취득 및 매칭을 수행한 프로파일 데이터와 

기준 프로파일 데이터 각각의 점 거리의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Rail model Division Matching result (mm)

UIC60_CTR1102
Mean 0.09559

Standard deviation 0.09047

KS60_CTR1117
Mean 0.11215

Standard deviation 0.090795

50N_CTR1116
Mean 0.09301

Standard deviation 0.084095

표    1 프로파일 매칭 결과

Table 1 Profile match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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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이 제안한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 매칭 결과와 Xu, 

Q[11]이 제안한 L-M(Levenberg Marquardt) 알고리즘을 이용

한 프로파일 매칭 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래와 같다.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에 결과 값은 3가지 레일에 대한 평균값으로 비교하

였다.

Item
Mean 
(mm)

Standard deviation 
(mm)

Proposed method 0.1003 0.0885

L-M algorithm 0.1516 0.0557

표    2 L-M 알고리즘 결과와 비교

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Proposed method results 

and results by using L-M algorithm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Xu, Q 제안한 L-M 알고리즘을 이용

한 매칭 결과에 비해 평균값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지만, 표준 

편차에서 L-M 알고리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 

레일 프로파일 취득 시스템의 구성 및 시험 대상 시료가 상이하

여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현재, 검측 시스템의 경우, 전량 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검측 시스템에 대한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 및 장시간 수리로 인

해 궤도 검측 시스템의 국산화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다. 검측 시

스템 평가는 정확한 측정에 좌우하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간의 정밀한 매칭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

유로 본 논문에서는 취득한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와 표준 프로파

일 데이터와 정밀하게 매칭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렌즈 왜곡과 원근 왜곡과 같은 비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왜

곡을 보정한 다음, IC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표준 도면에서 표출

한 표준 프로파일 데이터와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레일 프로파일 

데이터들을 반복 매칭하여 좀 더 정확하고 강한 프로파일 데이터 

매칭을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3가지 표준 레일에 대한 

시료를 제작하여 프로파일 정밀도를 측정한 결과 0.1mm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궤도 검측 시스템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검측 기

술을 확보함으로써, 검측시스템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기술자의 

해외출장 및 해외 운송과 같은 해외 의존 없이 국내에서 국산 

부품과 국내 자원만으로 수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 비용 및 

기간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검측시스템을 차량에 설치하여 영업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간 검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행 야간검측에 따른 궤도유지보수 시간 부족 애로사

항을 해결하게 되어 유지보수 대상 구간이 증가하는 것에도 대비

가 가능해 질 것이다. 향후 실제 편마모 및 직마모가 된 레일을 

제작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레일 프로파일 매칭을 토대로 마모

도를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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