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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를 이용한 가동브래킷 변형 검사 기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antilever Deformation Inspection Method Using Image Processing

한 승 훈* ․ 조 민 수* ․ 유 영 기** ․ 이 병 곤

(Seung-Hun Han ․ Min-Soo Cho ․ Young-Ki Yu ․ Byeong-Gon Lee)

Abstract - The risk of facilities in catenary is increasing because the railway section extension and high-speed train service. 

And visual check of workforce is not enough time to maintain the extensive railway facilities. Accordingly, The technical 

development trend of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can be seen by automation and application of IT technology, especially 

the mechanization work and the information technology are spreading in the maintenance work of the train line solved by 

manpower.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method by obtaining the cantilever image using acquisition device and pole 

inspection system in high speed vehicle, to check the variation of the cantilever component using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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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전차선로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도보순회 검사방

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전차선로 설비에 대

한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반면 철도 시설물 증가와 열차 

고속화, 영업시간 연장 등으로 방대한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

수 시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그로 인해 전차선로 위험요소는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외 철도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이

탈리아 등은 철도 시설물 변형검사를 위한 머신비전 검측시스템

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철도 유지보수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전차선로 위험 요소를 해결

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에 따른 검측장비 국산화 개발이 절대적

으로 필요한 실정이다[1].

가동브래킷 변형검사 기술은 국내의 경우 거의 전무한 상태이

다. 본 논문에서는 검측차를 이용하여 가동브래킷 영상을 촬영한 

후, 영상처리 과정을 통해 가동브래킷의 금구류 인식과 파이프 

변형을 검사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표 1과 같은 가동브래킷 금구류와 파이프 각도

변형, 애자파손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영상처리를 이

용한 가동브래킷 변형검사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검사

영역

검사

항목

금구류 위치 변화 

및 이탈 검사
파이프 각도 검사 애자 파손 검사

검사

기준

 1㎜이상의 금구류 

변화 검지

 기준(이전), 현재 

영상 간 1° 이상 

변화 검지

 길이 10㎜이상의 

애자 파손 검지

알람

처리

 10㎜이상의 

금구류 변화 검지 

시 알람처리

파이프 각도변화

2° 이상 발생 시 

알람 표시

 상태 구별 표시 

및 알람처리

표    1 가동브래킷 검사 대상

Table 1 Cantilever inspection contents

영상처리를 이용한 가동브래킷 변형 검사기법 적용을 위해서

는 가동브래킷 영상을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동브래킷 인

식을 위한 “전철주 인식장치”와 가동브래킷 영상 촬영을 위한 

“가동브래킷 영상 수집장치”을 검측차 차탑에 설치하고, 검측차 

주행시 가동브래킷을 인식과 동시에 가동브래킷 영상을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1 전철주 인식장치

전철주 인식장치는 검측차 운행중에 실시간 가동브래킷을 인

식하고, 동시에 가동브래킷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장치[2]이다. 

이를 위해 4대의 레이저 거리측정 모듈로 가동브래킷 파이프를 

인식하고, 동시에 가동브래킷 영상 수집을 위한 카메라 촬영신호

(trigger)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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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동브래킷 변형 검사 과정

Fig. 3 Proposed cantilever deformation inspection process

그림 1 가동브래킷 영상 취득 시스템

Fig. 1 Cantilever image acquisition system ouline

그림 2 전철주 인식 장치와 취득 영상

Fig. 2 Pole detection device and acquired image

2.2 가동브래킷 영상 수집 장치

가동브래킷 영상 수집장치는 전철주 인식시점에 가동브래킷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고해상도 Area 카메라와 조명장치로 구성

된다. 특히 검측차 주행중에 가동브래킷 영상 촬영 과정에서 발

생하는 영상 흐림(blurring)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메라 노출시간

(exposure)을 100㎲ 이내로 하였으며, 조명장치는 LED 모듈이 

집적된 COB(chip on board) 집적회로로 구성된 고출력 집광 면

조명을 사용하였다. 

3. 가동브래킷 변형 검사 기법

본 논문에서는 검측차에서 수집한 가동브래킷 영상으로부터 

가동브래킷 상에 변형을 그림 3과 같은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3.1 영상 전처리 

취득된 전차선로 이미지에서 모폴로지(morphology)와 경계선 

추출을 통해 검사대상인 가동브래킷 영역과 배경을 구분하였다. 

아래 그림은 Canny 경계선 검출 알고리즘[3]을 통해 가동브래

킷, 전차선, 조가선들을 배경에서 분리한 영상이다. 추출된 경계

선들의 방향성 분석을 통해 수직 경계선 성분인 전차선과 조가선

을 인식하였으며 수평 경계선 성분인 가동브래킷 파이프를 인식

하였다. 

그림 4 가동브래킷 분석 대상 영역 추출

Fig. 4 Cantilever analysis target region extraction

그림 5 금구류 집단화

Fig. 5 Clamp clustering

3.2 가동브래킷 영상 학습

가동브래킷을 구성하고 있는 금구류들은 가동브래킷을 인식하

기 위한 고유 특징들로써, MLP 신경망(multilayer perceptron n

eural network)[4][5]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MLP는 입

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

로 구성된 신경망의 한 종류로써, 가동브래킷을 구성하는 금구류

들의 특징들을 MLP 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대표가 될 금

구류 패턴을 정한다. 학습은 원하는 결과와 MLP를 통해 출력된 

결과의 차이, 즉 오차(error)가 최소가 되도록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계산된 출력 값과 학습 목표 값을 비교하여 

만약 허용 오차보다 크면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학습 과

정에서 특징들이 유사한 금구류끼리 분류하는데 유사도는 특징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여 가장 오차

가 적은 금구류 패턴을 결정한다.

가동브래킷 영상 내에서 금구류 패턴 특징과 가장 유사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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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가동브래킷과 배경 분리 (a) 취득 가동브래킷 영상, (b) 

분리 결과

Fig. 6 Separate cantilever and background (a) Acquire cantilever

image, (b) Separation result

소(pixel) 집합(class)과 그렇지 않는 화소 집합을 분류(classifier)

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반복 횟수는 원하는 분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설정하였다. 분류가 완료되면 가동브래킷과 배경 사

이에 분리 e평면(separating hyperplane)을 기준으로 가동브래

킷의 분석영역을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림 6은 MLP를 이용

하여 가동브래킷 분석 영역이 배경과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3.3 가동브래킷 금구류 변형 검사

본 연구에서는 가동브래킷 금구류 변형 검사를 위해 특징점 

추출 속도가 빠르고 광도, 스케일, 이동, 회전 등 영상 변화에 대

해서도 불변성을 갖는 SURF(speed-up robust features)[6][7]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SURF에서 사용한 특징점 추출 방법은 

헤시안(Hessian) 행렬의 행렬식(determinant)이 극대인 점들을 

특징점으로 검출하는 방식이다. 즉, 박스 필터(Dxx, Dyy)로 통해 

각 방향에 값들을 헤시안으로 계산하여 근사(approximate) 값들

을 토대로 후보자들을 산출하여 특징점을 추출한다.

        



   
   




              (1)

         det                  (2)

아래 그림 7은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동브래킷 금구류

에 대한 특징점들을 추출한 결과이다. 

(a) (b)

그림 7 특징점 추출 (a)기준 금구류, (b)취득 금구류 영상

Fig. 7 Features extraction: (a) Standard clamp pattern, (b) 

Acquire clamp image 

(a) (b)

그림 8 특징점 매칭 (a) 특징점 매칭 결과, (b) RANSAC을 이용

한 금구류 매칭 결과

Fig. 8 Features matching: (a) Features matching result, (b) 

Clamp matching result using RANSAC 

또한, SURF 알고리즘 적용결과 금구류 특징점 간에 오매칭은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8][9] 알고리즘을 적용함

으로써 특징점 매칭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RANSAC 알고리즘은 측정 노이즈(noise)가 심한 원본 데이터

로부터 일부를 임의로 선택한 후 최적의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과

정을 반복하면서 좋은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RANSAC 알고리즘은 전체 원본 데이터 중에서 모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데이터를 임의로 샘플링하면서 반복적

으로 해를 계산함으로써 최적의 해를 찾는다. RANSAC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금구류를 찾은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a) (b)

그림 9 가동브래킷 금구류 특징점 매칭 결과 

Fig. 9 Cantilever all clamp Features matching result 

이렇게 인식한 가동브래킷 금구류들의 인식 위치 정보를 토대

로 각 금구류 간의 위치 비율을 산출하여 이전 취득한 가동브래

킷 영상보다 위치 비율이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가 있다.

3.4 가동브래킷 파이프 각도 변형 검사

가동브래킷 금구류는 가동브래킷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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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금구류 위치 측정

Fig. 10 The measurement of clamp position

그림 11 두 직선 각도 계산

Fig. 11 The measurement of two straight lines angle

(a) (b)

그림 12 취득 날짜별 가동브래킷 파이프 각도 비교 (a)취득 날

짜 : 2016.3.24, (b)취득 날짜 : 2016.3.28

Fig. 12 Cantilever pipe angle comparative analysis by date 

of acquisition (a) Acquisition date : March 24, 2016,

(b) Acquisition date : March 28, 2016 

(a) (b)

그림 13 수평 보정 (a)허프 라인 변환, (b)애자 영상 회전

Fig. 13 horizontality correction: (a) Hough line transform, 

(b) Insulator image rotation  
금구류들의 선형적인 위치에 파이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식된 

금구류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가동브래킷 파이프간에 각도를 산

출하였으며, 2차원 평면에서 두 벡터 v1 = (x1,y1), v2 = (x2,y2)이 

이루는 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in ∥∥∥∥
                    (3)

            sin    
                (4)

이 때, 사이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선 L1 상의 임의의 두 

점 (a1,b1), (a2,b2)에 대한 벡터를 v1 = (a2-a1, b2-b1), 직선 L2 

상의 임의의 두 점 (c1,d1), (c2,d2)에 대한 벡터를 v2 = (c2-c1, 

d2-d1), 두 벡터 v1, v2의 사이각을 θ1라 할 때, 두 직선 L1과 L2

의 최소 사이각은 θ1와 π - θ1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cos ∥∥∥∥
                   (5)

        min                         (6)

가동브래킷 파이프 간에 각도 변형 검사는 기간별로 가동브래

킷 파이프간에 각도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림 12과 같이 

가동브래킷의 변형 여부를 판단하였다.

3.5 가동브래킷 애자 변형 검사

자기 애자 파손검사를 위해 이미지 상에서 기울어진 애자에 

대하여 수평방향의 회전변환을 수행한 후, 애자의 밝기 히스토그

램 분포를 분석하여 애자의 파손 결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이미지 상에서 애자의 기울어진 각도 계산은 식 (7), (8)

과 같은 허브변환(hough transform)[10]을 사용하여 애자에 대

한 직선을 검출하며, 식 (9)와 같이 검출된 직선의 기울임 만큼 

회전 변환(rotation affine transform)[11]을 수행한다. 

            sin
cos sin

               (7)

                              (8)  

′′ → 
′
′ 

 
 




         (9)

이 때, 기울기 정도에 대한 임계치를 이용하여 애자 허프 라인 

외에 라인들은 제외 한다. 허프 변환을 이용하여 애자 영상을 기

울기만큼 회전한 결과가 그림 13이다.

취득한 애자 영상을 수평으로 보정한 다음, 애자의 날개 파손 

여부를 판별한다. 판별 방법은 Canny 경계선 검출로 애자의 경

계선을 추출한 다음, 경계선 히스토그램(histogram)을 통해 애자 

날개 파손을 검출한 결과가 아래 그림 14와 같다. 애자 날개 파

손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애자 날개 에지가 추출되지 않아 히스토

그램으로 판별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자기 애자 날개 파손 결과와 동일 알고리즘으로 유리 애자에 

대해서 날개 파손 여부를 검사한 결과가 아래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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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4 애자 파손 판별 (a) 정상 애자, (b) 파손 애자

Fig. 14 Insulator breakage distinction (a)Normality insulator, 

(b)Defect insulator

(a) (b)

그림 15 유리 애자 파손 판별 (a) 정상 애자, (b) 파손 애자

Fig. 15 Glass insulator breakage distinction (a) Normality 

insulator, (b) Defect insulator

4. 실험 결과

4.1 시험 영상

본 논문이 제안한 가동브래킷 변형 검사 실험을 위해 가동브

래킷 영상 수집 장치 및 전철주 인식 장치를 전철시험차 차탑에 

설치하여 경부선 3선 구로에서 용산 구간(6㎞)에 설비된 가동브

래킷 영상을 취득하여 시험하였다.

구로에서 용산 6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120개의 가동브래킷 

영상을 취득하여 가동브래킷에 대한 변형 검사를 수행하였다. 표 

2는 사용된 데이터의 정보이다.

(a) (b)

그림 16 가동브래킷 영상 취득 시스템 (a) 앞면, (b) 뒷면

Fig. 16 Cantilever image acquisition system (a) The front, 

(b) The back

Information

No. of cantilever 120

Section guro ∼ yongsan station 

Image resolution  × 

표    2 데이터의 정보

Table 2 Dataset of information

4.2 금구류 인식을 통한 가동브래킷 변형 검사 결과

가동브래킷 1식당 존재하는 금구류 6개, z 120개의 가동브래

킷에 대한 금구류 변형 검사를 수행하여 인식률 및 미인식율, 오 

인식률을 산출하였다. 다음 식 (10)~(12)는 인식률을 산출한 수식

이고, 표 3은 취득된 가동브래킷 영상에서 금구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10)

      
     

(11)

     
   

   (12)

720개 금구류 중에서 623개를 인식하였고, 그 중에서 24개를 

오 인식하였다. 가동브래킷 영상 취득 당시 태양광과 같은 외부 

영향에 의해 취득 영상에 변화가 발생하여 금구류 역시 영향을 

받아 미인식 또는 오인식이 발생하였다.

Recognition rate Non-recognition rate Misrecognition rate

  

표    3 금구류 인식률

Table 3 Recognition rate of clamp

인식한 금구류를 토대로 120개의 가동브래킷에 대한 변형 검

사율을 산출하였다. 가동브래킷을 구성하는 상부, 경사주, 보강, 

수평파이프에 대한 변형 검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Top pipe 

Inspection 

rate

Diagonal pipe 

Inspection 

rate

Support pipe 

Inspection 

rate

Registration 

pipe Inspection 

rate

   

표    4 가동브래킷 파이프 인식률

Table 4 Inspection rate of cantilever pipe

4.3 애자 변형 검사 결과

50, 30, 20, 10, 5, 1mm 날개가 파손된 자기 애자 영상 각각 

30장, z 180장에 대한 애자 변형 검사를 수행하여 결함 검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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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하였다. 표 5는 자기 애자에 대해 변형 분석한 결과이다.

애자 변형 검사 방법 결과는 180개 애자 중에서 145개를 이

상 없이 변형 검출하였고, 애자 35개를 변형 검출하지 못하였다. 

취득한 가동브래킷 자기 애자 영상은 1pixel에 0.4 mm 화소분해

능을 갖는 카메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영상에 노이즈 및 영상 

흐림(blurring) 발생 시 5 mm 이하의 작은 파손은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들어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으로는 파손을 검출하지 

못하였다. 화소분해능이 뛰어난 고성능 카메라로 애자를 취득한

다면 작은 파손을 검출하는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Breakage 

length(mm)
50 30 20 10 5 1

Defect detection 

rate
     

표    5 애자 결함 검출율

Table 5 Recognition rate of Insulator

가동브래킷 변형 검사 방법을 토대로 가동브래킷 영상 취득 

날짜별로 변형 검사 결과를 하여 비교하였다. 아래 그림 17과 같

이 동일한 가동브래킷 영상을 날짜 별로 취득한 다음, 본 논문이 

제안한 변형 검사 방법을 토대로 파이프 각도, 애자 파손, 금구류 

변형과 같은 가동브래킷 주 요소 변형 결과 표출 및 날짜 별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면 날짜별로 변형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가동브래킷 주 요소 중에 어디에, 언제부터 변형이 되었는지를 

판단이 가능하여 이것을 토대로 가동브래킷 유지 보수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림 17 취득 날짜별 가동브래킷 비교 분석

Fig. 17 Cantilever comparative analysis by date of acquisition

5. 결  론

방대한 철도시설물들을 인력중심에 육안점검방식으로는 유지

보수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와 조명을 이

용한 광학기반의 가동브래킷 변형검사 시스템을 구성하여 가동브

래킷 영상을 취득한 다음, 가동브래킷의 변형여부를 검사하기 위

해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들을 적용하여 가동브래킷의 각 

구성 요소들의 변형을 검사하였다. 

해외에 경우 전철주 인식 장치 없이 line scan camera로 가동

브래킷을 촬영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거나[12] 파이프 각

도 검사 및 금구류 인식, 애자 변형 검사를 수행하지만 동일한 

위치의 가동브래킷 간 비교가 없는 전철주와 파이프 간의 상대적

인 분석 결과다[13]. 하지만 본 논문에 경우 전철주 인식 장치를 

이용하여 가동브래킷 영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정확

하며, 파이프 각도 검사 및 금구류 위치 변형, 애자 변형 검사를 

수행한다. 더 나아가 기간별로 동일한 위치의 가동브래킷 영상을 

취득하고, 동일한 위치의 이전 ∙ 현재 영상의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기간별 가동브래킷의 변화를 분석하여 변형 상태

를 판별할 수 있다. 향후, 300km/h 운행 중인 검측 차량에서 가

동브래킷 영상을 취득 할 예정이며 다양한 외부 환경조건에서 취

득된 가동브래킷을 대상으로 변형검사 및 성능 개선을 수행할 것

이다. 추가적으로 폴리머 애자의 경우에는 표면 오염(오염입자, 

섬락흔적) 상태를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여 애자의 청소주기를 확

인하기 위한 방법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도

보순회 검사방식이 힘든 주간에도 검측하여 방대한 전차선로에 

대한 장애발생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여 고속철도의 안전성와 신

뢰성을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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