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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스템의 결함 진단의 자동화는 현재까지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 연구의 대부분은 화학산업,

제조업, 원자력 발전소 분야 등 중요한 장치산업에 집중되어 왔다. 장치산업의 대부분은 수십 ~ 수백 개의 변수를 갖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공장은 진단시스템을 보통 일괄적으로 설치한다. 운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이지만 향상된 신뢰

성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결함진단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되어 왔다.

대규모 장치 산업 구동장치(actuator systems)들의 진단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진단 연구 주제는 아니었다. 대규모 프로세스

환경에서, 하나의 구동기 고장은 프로세서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부분 이중화가 되어 있다. 그러한 플랜트 진단 시스템

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구동기로 인식하며, 더 이상 자세하게 진단하지는 않는다.

철도시스템에서는 구동기 고장은 그 고장을 해결할 때까지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차량 출입문 고장은 사전에 설정된

안전 절차에 의해서 열차를 정지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속열차와 같은 경우는 출입문 고장은 열차를 운행할 수 없다. 

분기기 시스템에서 선로전환기 고장이 발생되면, 포인트를 전환할 수 없으며, 해당되는 진로를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스위치

가 밀착이 되지 않으면, 수동으로 스위치를 한 위치에 고정시키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분기기 시스템의 고장을 정확하게 진

Abstract The railway turnout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s that set train routes. Turnout system integ-

rity should be guaranteed for robust train operation. To diagnose the turnout system status, LVDT and accelerometers

are installed on a turnout system in a high speed line. The LVDT and accelerometers produce signals containing physi-

cal meaning of the turnout systems. The LVDT produces the displacement of the rail gauge and vibration when point

moving or a train passes on turnout systems and the accelerometer produces impact forces induced by wheel sets. We

performed data extraction from the measured signals and parameterized the extracted signals into meaningful quantities.

The parameters are used for classifying whether the turnout status is normal. We proposed two methods for the classi-

fication, one uses probabilistic distribution and the other artificial neuron networks. The probabilistic distribution is used

for the parameter being classified by the quantities and the artificial neuron networks for the form classification. Finally,

we show how to learn the normal status of a turnout system.

Keywords : Turnout, Diagnosis, Classification, Distribution, Neural networks

초 록 철도에 사용되고 있는 분기기는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이다. 분기기 시스템의 건전성은 철도운용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분기기 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하여, LVDT와 accelerometer를 분기기에 설치하였다. LVDT는 분기기에

서 변위가 발생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분기기의 이동과 차량의 주행에서 발생되는 변위를 측정하였다. Accelerometers

는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충격량과 진동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수화를 위한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이 변수들은 진단에 사용하였다. 진단 알고리즘은 확률분포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였다. 변수화

된 값이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면 확률분포를 사용하였으며, 형태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으면 인공신경

망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측정하여, 정상상태의 조건을 위한 학습을 수행하였다.

주요어 : 분기기, 진단, 분류, 분포, 인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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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스템 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분기기 진단 시스템은 포인터의 밀착검지와 선로전환기의 전압·전류 측정을 하며, 이것을 이용하여 분기기를 진단하

고 있다. 밀착검지는 포인터가 이동한 후의 상태를 검지하는 것이며, 전류·전압은 포인터 이동 상태를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

지만 부정확하다. 또한 차량이 분기기를 통과할 때 분기기가 반응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기기의 정적상태와 동적반응을 측정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분기기 시스템의 정적 및 동적 상태를 진

단하기 위해서 LVDT와 Accelerometer를 분기기에 설치하였다. LVDT는 분기기의 레일 및 포인트 위치 변위를 측정하여 정상

여부를 검지하며, Accelerometer는 차량이 분기기에 접근할 때, 분기기가 반응하는 진동특성을 검지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 각

센서로 부터 획득한 데이터는 신호처리를 통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야 하며, 유용한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처

리가 필요하다. 분기기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변수화된 데이터를 정상 혹은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기기에 설치된 센서로 얻은 정보를 필터링, 변수화를 통하여 상태 평가를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분기기 데이터 정보획득 및 변수화, 3장에서는 변수화 된 데이터의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을 선정하였으며, 4장에서는 획

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단을 수행하였으며,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분기기 데이터 정보획득

2.1 분기기 특성 검측용 센서 

분기기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측정항목과 센서를 Table 1과 같이 선정하였다. 모든 센서들은 차량이 분기기를 주행할 때

생성되는 동적 특성과 선로전환기의 포인트 거동에 의해 생성되는 동적 특성에 대응하여 데이터들을 생성한다. 포인트 거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LVDT 동적데이터이며, 포인트 거동 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차량이 분기기를 통과할 때

LVDTs, strain gauges 및 accelerometers를 이용하여 분기기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2.2 LVDT

2.2.1 포인트 거동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LVDT는 포인터의 끝부분에 설치하여, 선로전환기에 의한 포인트의 거동 궤적을 측정하였다. LVDT

에서 생성하는 포인트 변위궤적은 포인트의 정상 혹은 비정상적인 거동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 LVDT 1-2, 3-4, 5-6, 7-8는 포

인트 궤적을 Fig. 1과 같이 나타난다. LVDT 1-2, 3-4, 5-6, 7-8의 궤적은 상호 대칭이 된다.

분기기의 거동이 Fig.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①③⑥⑦ 지점에서 약간의 이상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Measuring items and its sensors.

Classification
Measuring 

parameters
Sensors Installed locations

Turnout

Wheel load Strain gauge Before and rear parts of crossing

Lateral force Strain gauge
Before part of crossing

Guard rain

Rail vertical 

displacement
LVDT

End of point

Before and rear parts of crossing

Rail stress Strain gauge

Rear part of tongue rail 

Lead part

Before and rear parts of crossing

Vibration Accelerometer
Rear part of tongue rail

Rear parts of crossing

Impact Strain gauge
Tongue rail part

Before and rear parts of crossing

Rail gauge LVDT

Tongue rail part

Lead part

Before parts of cr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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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차량주행

LVDT는 차량이 주행할 때 차량의 주행에 의해서 휠에서 횡압이 발생하며, 이 횡압에 의해서 궤간 변동이 발생한다. LVDT

1~8설치된 예를 Fig. 2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LVDT의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차량이 1개의 LVTD 설치된 위치

를 통과할 때 횡압에 의해서 궤간 변동을 나타낸 것이며, 궤간 변동은 차량의 축중과 속도에 의해 변동되므로 이것에 의해서

궤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2.2.3 LVDT 데이터 특성

LVDT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진폭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진폭에 의해서 분기기 상태를 검지할 수 있다. Fig. 2에서 동력

차 차축을 이용하여 궤간변동을 측정하였다. 동력차 차축은 일정한 축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축중에 대한 반응은 속

도의 함수만으로 된다. 차축간의 간격이 일정하고, sampling rate가 일정하기 때문에 peak 값 사이의 sample 수를 이용하여 어

림값의 차량 속도를 추론할 수 있다. 차량의 길이를 이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시간 t는

양끝의 사이의 sample 수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km/h] (1)

2.3 Accelerometers

 2.3.1 Accelerometer 설치위치

가속도계는 분기기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차량의 휠은 집중질량으로 간주할 수 있어, accelerometer가 설치된 지점에 충

격을 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획득된 데이터에서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Accelerometer는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

Velocity
Train length 3.6×

t
------------------------------------------=

Fig. 1. Point part displacement trajectories.

Fig. 2. Rail gauge displacement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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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린더와 크로싱에 설치를 하였다. 

실린더에 설치된 accelerometer에서 얻은 데이터를 signal processing하여 얻은 결과가 Fig. 4에 나타냈다. Fig. 4를 고려할 때,

차량 윤축이 일정 지점의 레일을 통과할 할 때, 그 레일 부분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 임펄스를 가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임펄스 응답이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분기기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accelerometer를 이용하여 시스템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Accelerometer가 설치된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impulse response는 그 시스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기기 시스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4 상태진단 방법

결함진단 방법에는 정성적 방법을 이용한 모델, 정량적 방법을 이용한 모델, 프로세스 모델을 이용한 이력모델 등의 3가지 분

류가 있다.

모델을 이용한 결함 진단 방법은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모델로 플랜트의 측정 가능한 값을 예측하는 것

이다. 잔차 값으로 나타나는 신호는 분기기 자체로부터 측정된 값과 예측된 값을 비교함으로써 생성된다.

정성적 모델을 이용한 방법은 모델링 수단으로 Stochastic automata 이용한 고장목 분석이며, 증상을 특정 결함조건에 연관시

킨 Knowledge-based 모델이다. 경험적 지식과 인간추론은 관측된 증상을 결함조건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관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상과 각 결함이 증상에 관련된 유일한 집합이라면, 정확하게 결함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양한 확률적인 방법

들을 이용하여 상태들 간의 천이를 모델링할 수 있으며, 진단 출력 값을 생성할 수 있다.

프로세스 이력을 이용한 방법은 사전에 모니터링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이용한 진단방법

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스템으로부터 사전에 검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함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할 지식을 생성하고 분

석한다. 

Fig. 3. Positions installed with accelerometer and rolling stock axles.

Fig. 4. Rail gauge displacement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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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 이력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운용되고 있는 노선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으므

로, 이 데이터를 진단에 사용하기 위해서 축적하고 있다.

3. 분기기 상태진단 방법론 개발

3.1 프로세스 이력을 이용한 진단 방법

경향분석 방법은 관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정성적으로 추출하는 프로세스이며, 감시하는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결론을 도출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기본 방법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축척(scale)으로 신호를 필터링을 하는 것이다. 필터링은 고주파 정보

를 제거하고, 신호를 표준화된 곡선 계열로 나타내는 것이다.

분기기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분기기의 고장모드를 설정하고, 그 고장모드에 대해서 궤간의 변동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를 예측하여야 한다. 분기기의 고장모드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를 궤간 변동과 관련지어 판단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센서들이 설치된 분기기는 상업운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분기기에 설치된

센서에서 얻어진 정보는 정상적인 상태의 분기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현재는 센서에서 얻어진 정보는 비정상을 구분하기 위해

서 사용한다.

정성적 프로세스 이력이용 방법은 비 수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도한다. 프로세스 이력을 이용한 정성적

방법은 정성적 경향분석(QTA: Qualitative Trend Analysis)과 전문가 시스템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센서 데이터를

각 증상발현 계열로 나눌 수 있도록 하며 각 증상은 특이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 증상은 곡선 형태를 알파벳으로 나타낸다.

알파벳 표현 문제는 데이터 표현에서 분류문제가 발생하며, 분류방법으로 신경망 혹은 기타 복잡한 방법을 사용 한다. 

3.2 LVDT 데이터

3.2.1 데이터 추출

분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변위데이터와 진동데이터로서, 변위 데이터는 Fig. 5와 같이 나타난다. Fig. 5에서 기관차윤축에

의해서 생성된 변위를 구분할 수 있다. Fig. 5에서 원안에 있는 피크 점들은 고속철도 차량 전방 기관차와 후방 기관차 각각의

6 개 윤축에 의해서 12개의 피크 점이 생성되었다. 12개의 피크 점은 일정한 축중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분기기 진단

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궤간 궤적의 진폭을 이용하는 것이며, 윤축의 위치에 따라 궤간 변위가 다

른 것을 Fig. 6에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진폭은 속도에 따라 다르다.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식 (1)과 같이 차량의 길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축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Fig. 6은 축거를 이용하여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Fig. 5의 신호

를 low pass 필터로 필터링을 한 결과이다. Fig. 6에서 연속적으로 2개의 피크가 나타난 것은 2개의 윤축이 연속적으로 LVDT

를 통과하여 생성된 것이다.

Fig. 5. Rail gauge displacements for high speed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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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데이터 분류 

궤간의 진폭을 윤축 및 속도별로 분류하면, Fig. 7과 같이 일정한 cluster를 이루게 된다. 이 cluster를 Fig. 7과 같이 나타내면

분기기의 궤간 변동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Fig. 7은 울산역을 통과하는 열차로서 100km/h 미만, 160km/h, 220km/h 및

280km/h의 부근에서 운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LVDT의 데이터는 변위 즉 진폭의 크기를 가지고 특성규명을 하였다. Fig.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변위데이터는 속도

에 따라 일정한 군집을 이루고 있어 Gauss분포와 같은 분포를 이용하여, 정상 비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3 Accelerometer 데이터

3.3.1 진동 데이터 추출 

 Accelerometer는 시스템의 진동과 충격량을 측정할 수 있다. Fig. 8은 포인터를 가동시키는 실린더에 설치된 accelerometer

에 측정된 충격량 값이다. 이 데이터에서는 차량이 특정 실린더를 통과할 때 반응하는 신호로서 시스템의 상태를 해석할 수 있

는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 고속철도 차량의 전방 및 후방 차축 각각 6개는 일정한 축중을 가지고 있어, 차량 속도에 따라 분

기기에 가하는 충격이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고속철도 차량의 전반 및 후반의 각각 6개 축에 의해서 생성된 impulse response를 추출하여, 데이터를 Low pass로 필터링

한 후에 대해서 실린더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FFT를 수행하였다. 

Fig. 6. Rail gauge displacement trajectory for first two wheels.

Fig. 7. Rail gauge displacement cluster for a wheel set depending on sp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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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된 진동데이터를 low pass filter로 필터링한 후에, 한 개의 윤축에 대한 진동데이터를 추출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FFT

를 수행한 결과가 Fig. 9에 나타냈다. Fig. 9는 2.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추출한 후 각각의 윤축은 분기기에 impulse를 가하

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impulse response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Fig. 9의 FFT의 형태도 전형적인 impulse response의 특성

을 가지고 있다.

3.3.2 진동 데이터 분류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공학 분야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다. 인공 신경망의 기본은

인체의 뉴런을 모델로 하였으며, 입력과 출력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상호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인공신경망은

입력데이터로부터 학습기능과 데이터 형태를 모델링하는 기능과 같은 수행기능과 패턴분류 기능(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관측된

잔차의 초기 집합으로부터 결함진단 일 수 있다)을 가지고 있다.

인공 신경망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단지 학습데이터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인공 신경망의 특성은 블랙박스이며, 인공 신경망이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관측하기 어렵다. 결함진단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정확하게 원인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에 의해 시스템을 완벽하게 알아야 하며, 그 출력으로부터 사

용자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그 impulse response의 FFT 결과를 15개로 그림과 같이 분리하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Neural Network을 이용하였다. 윤

축에 의해서 accelerometer가 설치된 분기기 부분에서 impulse response 형태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분류하였다.

인공신경망 입력은 윤축에 의해서 생성된 impulse를 Fig. 9와 같이 주파수 대역에서 0~300Hz를 15개 간격으로 나누어 인경

신경망에 입력하였다. 인공신경망을 Fig. 10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 8. The axle load of the first six axles and the last six axles being always considered constant.

Fig. 9. Example of an impulse response produced by wheel impact and its power spectral divided into 14 parts for ANN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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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기기 상태진단 사례연구

분기기 상태진단은 울산역 콘크리트 궤도 분기기에 대해서 변위 데이터와 진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해서 수행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15년 8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 까지 71일간 획득된 데이터 중 리드부에 설치 1개의 LVDT와 3번 실린더

accelerometer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였다.

4.1 변위데이터 

변위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위가 발생한 데이터를 속도별로 분류하여 Gaussian 분포를 이용하여 평균 변위 값 및 분

산을 구하였다. Fig.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개의 속도를 묵시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100km/h, 160km/h, 220km/h

및 270km/h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속도가 높을수록 평균 변위 값이 0.1018mm, 0.1419, 0.1437mm 및 0.184mm 등으로 높아졌

음을 알 수 있다.

 f(x) = a1*exp(-((x-b1)/c1)^2) Coefficients (with 95% confidence bounds): a1 = 159.2 (154.5, 163.9), b1 = 0.1018 (0.1006, 0.1029),

 c1 = 0.04888 (0.04721, 0.05054)

Fig. 10. Displacement inferior to 100km/h.

 f(x) = a1*exp(-((x-b1)/c1)^2) Coefficients (with 95% confidence bounds): a1 = 64.53 (45.63, 83.42), b1 = 0.1419 (0.1325, 0.1513),

 c1 = 0.02416 (0.01326, 0.03506)

Fig. 11. Displacement near 160km/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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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진동 데이터

진동데이터는 LVDT의 위치를 이용하여 각 축별로 impulse response를 추출하였으며, 각 추출된 impulse responses는 Fig. 14

와 같다. Fig. 14는 고속철도 차량의 전반부 6개축을 나타낸다. Fig. 14는 실린더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스펙트럼에서는 500Hz 미만에서 유효한 정보를 갖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각각의 impulse response의 신호를 Fig. 9와 같이 15개 부분으로 나누어 Fig. 15와 같은 신경망을 가지고 학습을 하였다. 학

습을 통하여 정상일 경우는 “0”이 출력이 되게 하였으며, 비 정상의 경우는 1이 출력되도록 하였다. 학습은 100개 데이터 2000

번을 학습하여, 동일한 입력데이터에 대해서 출력 값이 90% 즉 0.1 혹은 –0.1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5. 결 론

분기기 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서 LVDT, Accelerometers, strain gauge 등을 설치하고, 차량이 주행할 때, 물리량의 변화량을

 f(x) = a1*exp(-((x-b1)/c1)^2) Coefficients (with 95% confidence bounds): a1 = 59.78 (35.88, 83.68), b1 = 0.1437 (0.1376, 0.1497),

 c1 = 0.01726 (0.007922, 0.02659)

Fig. 12. Displacement near 220km/h.

 f(x) = a1*exp(-((x-b1)/c1)^2) Coefficients (with 95% confidence bounds): a1 = 33.84 (26.31, 41.37), b1 = 0.184 (0.1767, 0.1914),

 c1 = 0.03684 (0.02605, 0.04763)

Fig. 13. Displacement superior to 26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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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LVDT의 경우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위의 평균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획득된 데이터는 정상

적으로 관리된 고속철도 분기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로서 이상 값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었다. 현재까지 분기기에서 설치된 센서

에서 획득하는 데이터는 정상적인 데이터로서 supervised 된 상태에 이상 상태를 검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차축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impulse response는 분기기의 특성규명에 활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충격량의 peak 값만을 이

용하였지만, 형태인식에 의해서 정상 및 비 정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LVDT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분기기에서 얻은 데이터이므로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상 및 비정상을 판단할 수 없으며, 학습과 정상상태의 유사정도를 판단

할 수 있다.

향후 분기기 시스템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DB와 하여, 분기기의 열화추세와 통과 차량의 이상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14. Impulse responses created by six wheels.

Fig. 15. Neural Network structure for learning and decision for the impul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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