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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 inspection is very important as damages in rail can bring about a serious railway accident. In this 
paper, several real-time non-destructive technologies applied or considered to be applied to damage detection 
of rails are described. Some limits of existing ultrasonic testing method which has been widely used for rail 
inspection are discussed. Non-contact type NDE methods for rail inspection and their technical problems are 
also described. 

1. 서 론

철도 레일은 열차 운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은 하중이 가해지므로, 만일 레일에 결함이 발생하면 매

우 빠르게 레일 절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레일에 발생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이는 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00년 이후 국외에서 레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철도사

고를 보면 표1과 같이 매우 큰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초래하였다[1-4].
미국에서 1975년 - 2006년 사이에 궤도의 제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 중 레일 자체의 결

함에 의한 사고는 27%로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5]. 최근의 철도 운송 수요 증대, 전 세계적

인 철도 총연장 의 증가와 철도의 고속화로 인한 열차 운행횟수 및 통과톤수 증가는 철도 레일의 결함 

발생 및 진전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선진 철도 운영국에서도 레일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보다 신뢰성 있고 개선된 레일 결함 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레일 파손으로 인한 열차 탈선 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으며, 철도사고 관련 규정에서 

중대한 사고원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6]. 그러나 국내에서도 철도의 고속화, 고유가로 인한 철도 

운송 수요 증대 등으로 레일 결함 발생 및 진전 개소 및 요인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레일에 발

생한 결함이 절손으로 진전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국내의 철도 안전 유지에 있어서도 필수적

인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레일 탐상차, 수동 탐상기, 육안 검사, 선로 순회 등을 통해 레일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레일 결함 탐상 시스템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국내에서

는 레일 탐상용 초음파 탐촉자를 상용화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해외의 탐상기술 및 장

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철도 환경의 변화와 레일 탐상 기술에 대한 해외 연구개발 

동향을 고려하건데 국내에서도 레일 탐상 기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레일 결함 탐상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의 실정에 적합

한 효율적인 레일 결함 탐상 기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레일에 발생하는 주된 결함 유형을 살펴보고,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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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탐상에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 가능성이 높은 비파괴 탐상 기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레일 탐상 기법 연구 개발 시에 요구사항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레일의 결함 유형

국제 철도 연맹(UIC)에서는 레일 결함 분류 코드 UIC 712R[7]을 제정하여 레일 결함에 대한 국제 공

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i) 결함 발생 장소의 이음매 부 여부, ii) 레일 표면 및 

레일 내부 등 결함 발생 위치, iii) 결함의 유형, 방향 등의 기준으로 레일에 발생한 결함을 분류하고 있

으며, 결함 종류별로 대처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레일 결함 유형을 보다 단순히 구분한다면 발생 위치별로 레일 표면 결함과 레일 내부 결함으로 나눌 

수 있다. 레일 표면 결함에는 탈탄층(decarbonized layer), 파상마모(corrugation), 쉘링(shelling), 헤드첵(head 
check) 등이 있으며 특히 영국 Hatfield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는 레일 게이지 코너부의 헤드 첵 결

함에 기인한 것이다. 레일 내부에 발생하는 결함 또한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중 레일 두부 내부 

결함에 의해 1998년-2008년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탈선사고는 1200여건에 이르며 이로 인한 

직접 피해금액 누계가 297 백만불 (한화 환산 3300백억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8]. 
이상과 같이 레일에 발생하는 표면 결함 또는 내부 결함은 그 발생 빈도와 전개 양상에 차이가 있지

만 어떠한 형태이든 조기에 검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탐상 방식은 표면 결함과 내부 결함 

탐상 모두에 적용 가능하지는 않으며, 결함 유형별로 적합한 방식들을 병행하여 탐상을 수행하고 있다. 

3. 레일 결함 탐상 기술

레일은 우선 생산 단계에서 표면 및 내부 결함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다. 운영 중인 레일에 대

한 검사는 현재 대부분의 경우 접촉식 초음파 탐촉자를 탑재한 레일 탐상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 경우 표면 결함 및 표면 하층 (near-surface) 결함에 대한 검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음

파 배열(array)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검출 기법을 병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Sperry사
의 탐상차량은 접촉식 초음파 탐촉자 외에 누설 자속(magnetic flux leakage: MFL) 탐상을 이용한 표면 

결함 검출 방식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고속에서의 탐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초음파 탐상기법과 펄스 와전류 탐상 기법의 병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레일

의 고속탐상을 시도하고 있다. 펄스 와전류 탐상 기법은 누설 자속 탐상 기법에 비해 표면 결함 및 표

면 하층(near surface) 결함 검출 성능이 뛰어나며 탐상 속도의 고속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와전류 탐촉자

는 측정 대상과의 간극에 영향을 받으므로 측정 대상 표면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초음파 탐상 기법은 레일 결함 검출에 적용된 가장 오래된 기술 중의 하나로서 내부 결함 검출에 있

어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 초음파 탐상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접촉식 초음파 탐촉 방식인

데 이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

으로 국외에서는 비접촉 초음파 탐상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 중 전자기 음향 트랜스

듀서(ElectroMagnetic Acoustic Tranducer: EMAT)의 적용, 레이저 여기 초음파(laser ultrasonic), 장거리 유도 

초음파 탐상 등이 각광받고 있다. 이 밖에 레일의 고속탐상을 위해 개발 중이거나 고려되고 있는 기술

로는 교류장 탐지, 고 분해능 초음파 탐촉자 및 위상 배열 초음파 탐촉자 등이 있다. 아래에는 각 기술

에 대해 세세하게 정리하였다.

 3.1 접촉식 초음파 탐상 (Contact type ultrasonic inspection)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일 탐상 기술로서, 접촉 매질을 이용하여 초음파 탐촉자를 레일에 물리적

으로 접촉시켜서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초음파는 레일에서 진행하다가 결함에 의해 반사 또는 산란되어 

동일한 또는 다른 초음파 탐촉자에서 측정되며, 반사파의 크기 및 도달 시간을 통해 레일 내부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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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및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는 여러 개의 초음파 탐촉자를 이용, 다양한 각도에서 초음파를 

입사시켜 탐상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보통이며 통상 0°, 37°, 45° 및 70°의 입사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9]. 접촉식 레일 초음파 탐상기법을 최초로 확립하고 상용화한 것은 미국의 Sperry사로서, 현재 여

러 종류의 탐상차량과 수동형 탐상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접촉식 초음파 탐촉자는 공기와 레일 

간의 기계적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 물 등의 접촉 매질(couplant)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 접촉 매질

의 적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Sperry 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롤러 탐상 유닛

(roller search unit)이라고 불리는, 커플런트가 봉입된 고무 재질 롤러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 다수의 

초음파 탐촉자를 삽입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그림 1(a)참조). 독일의 Eurailscout에서 개발된 탐상차량

에서는 탐촉자와 레일 사이에 미끄럼판 형태의 윤활판을 두어 커플런트 역할을 담당시키는데, 이스라엘

의 Scanmaster사에서 개발된 탐상차량에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10,11] (그림 1(b) 참조). 
이러한 접촉식 초음파 탐상차량은 영국 운영기관에서 다수 운영 중인데, 이들은 다년 간의 운영 경험

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2]. 
  ․  기온이 영하인 경우 레일 표면의 얼음 등이 탐촉자의 접촉을 방해하여 측정 결과가 왜곡됨

  ․  레일 표면에 의한 탐촉자 또는 롤러 유닛 파손사고가 1주일에 한 번꼴로 빈발함

  ․  레일 이음매 부에 단차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  레일 표면에 녹, 낙엽 등이 있을 경우 검지 감도가 크게 떨어짐

  ․  수직방향/횡방향 결함, 표면 결함 및 표면 하층 결함 검출이 어려움

해외에서는 접촉식 초음파 탐상 방식의 대안으로 비접촉식 레일 탐상 기법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

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탐상 차량에서는 접촉식과 비접촉식 초음파 탐상 방식을 병행하여 탐상을 수행

하고 있기도 하다.

 3.2 누설 자속 탐상 (Magnetic flux leakage inspection)

누설 자속 탐상 기술은 석유 화학산업, 금속 산업, 에너지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금속 브러쉬를 이용하거나 약간의 간극을 두고 탐촉자를 검사 대상에 접촉시킨 후, 탐촉자에 영구자석 

또는 직류가 흐르는 코일 등을 설치하여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자성체 검사 대상을 포화 상태에 이

르도록 자화시킨다. 검사 대상 표면 또는 표면 하층에 결함 등이 존재할 경우 자속의 연속적인 흐름을 

방해하는데, 자속은 검사 대상 밖으로 누설되어서라도 이 흐름을 유지하려 한다 (그림 2(a) 참조). 이러

한 부분에 검출 코일을 설치하면 자속의 누설을 검지하고 이에 따라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있다[13]. 
이 탐상기법은 결함 방향에 따라 검사 대상 내의 자속 분포를 바꾸어 결함 검출 성능을 높일 수 있

다. 예를 들어 종 방향의 결함을 검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속을 원주 방향으로 분포시키며, 횡 방향의 결

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자속을 축 방향으로 분포시킨다. 이 방식은 탐촉자와 레일 사이의 간극 및 탐

상 속도에 영향을 받으며, 결함 방향에 따라 측정 신호 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내부 결함에 의해

서는 자속이 누설되지 않으므로 레일 표면 결함 검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누설 자속 검사

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초음파 탐상 등의 보조 탐상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3.3 와전류 탐상 (Eddy current inspection)

코일에 교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 부근에 전기 전도체가 있을 경우 자기장 B의 변화에 

의해 전도체 상에 와전류(eddy currents)가 유도된다. 이 와전류는 제2의 자기장 B*을 발생시키게 되어 

전체적인 자기장의 크기가 변화한다. 이로 인해 코일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변하게 되는데, 전도체 상에 

결함이 존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피던스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로부터 결함의 존재 유

무를 파악할 수 있다[14]. 초기에는 코일에 단파장의 전류만을 흘려주었으나 최근에는 펄스 전류를 입력

하여 와전류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레일에는 구름접촉피로에 의해 발생한 표면 결함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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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처음 응용되었으며, 현재는 기존의 초음파 탐상으로는 검출하기 힘든 여러 유형의 레일 표면 및 표

면 하층 결함 검출에 주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2(b) 참조). 독일 BAM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구름접촉

피로 및 그로 인한 결함의 위치, 크기 정보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15] 전술한 Eurailscout 사
의 탐상차량에 적용하여 레일 표면의 결함을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레일 연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와전류 탐상법에는 펄스 형태의 전류를 흘려 광대역의 주파수를 가진 탐상 신호를 발생하는 펄스 와전

류 탐상 방식과 여러 주파수를 가진 전류를 흘려 탐상을 수행하는 다중 주파수 와전류 탐상 방식이 있

다. 와전류는 도체의 표면 및 침투 깊이까지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와전류 탐상 방식은 표면 결함 검출

에만 적용 가능하다. 또한 탐촉자와 측정 대상과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3.4 자동 카메라 육안 탐상 (Automated visual inspection)

육안 탐상(visual inspection)은 레일의 결함 탐상을 위해 사용된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서, 속도가 느리

고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에서는 여전히 사용하

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성능의 다양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육안 검사 시스템이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 탐상의 기본 개념은, 선로의 영상 및 사진 정보를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고

속 카메라를 열차에 장착하여 열차가 이동할 때 선로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영상을 촬영하고 이

를 이미지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서 결함의 존재 유무 및 결함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분석 속도를 높여 실시간 탐상을 구현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구름 접촉 피

로, 파상마모 등의 레일 표면 결함 검출에 사용되며, 탐상 유형 및 데이터 처리 속도에 따라 60 km/h ~ 
320 km/h의 탐상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만 운영되던 기존의 탐상

차와는 달리 주간에도 탐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결함 정보를 얻기 위해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처리양이 증가하여 분석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프랑스의 SNCF 사는 최고 320 km/h의 탐상이 가능한 고속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 15일마다 고

속선 및 기존선에 대한 탐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이태리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

매하고 있다. 육안 탐상 방식은 표면 결함 검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3.5 레이저 초음파 탐상 (Laser ultrasonics)

시험편에 일정 에너지 레벨 이상의 레이저를 펄스(pulse) 형태로 가하면 시험편에는 열응력 또는 용발

(ablation)에 의해 초음파가 발생한다[16]. 이와 반대로 적응형 간섭계 등을 이용하면 시험편에서 진행하

여 표면에 이른 초음파를 레이저를 통해 측정할 수도 있다. 레이저는 광 종류 중에서 가장 직진성 및 

응집성 유지력이 뛰어나므로 레이저 초음파 탐상을 이용하면 시험편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도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레일 탐상용 레이저 초음파 시스템은 미국 TTCI와 Technogamma사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예비 

시험 단계에서는 레일 두부, 복부 및 저부 등 레일 전체를 탐상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17]. 또한 FRA
와 UCSD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a) 참조). 그러나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 용발

(ablation)로 인해 레일이 국부적으로나마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표면 초음파 

발생이 어려워 레일 내부 결함 검출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6 유도 초음파 탐상 (Guided wave inspection)

유도 초음파 탐상은 철도 레일, 현수교 케이블, 송유관 등의 길이가 긴 구조물을 따라 램파(Lamb 
wave), 평면파(plate wave) 및 레일리파(Rayleigh wave)  등 여러 모드의 체적파를 장거리로 송수신하면서 

구조물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18]. 유도 초음파 탐상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초음파를 어떠한 

모드로 송수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유도 초음파는 전파하면서 결함이나 부식 등에 의한 구조

157



물의 단면적 변화부나, 용접부 등의 불연속 지점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반사되거나 모드가 변화한다. 따
라서 수신부에서 측정된 초음파의 크기 및 시간 정보 등을 분석하면 결함의 존재 유무, 크기 및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19] (그림 3(b)). 유도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은 구조물에 따라 하나의 트랜스듀서

로 수백 m에 걸친 장거리 탐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레일과 같이 구속 경계조건이 많은 구조물

에서는 초음파의 전파거리가 수 m 정도로 짧아질 수 있다. 또한, 유도 초음파는 구조물 내에서 전파하

면서 그 형상이 변화하거나 모드가 바뀌는 등의 분산(dispersion) 현상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 측정 신호의 해석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연속 웨이블렛(wavelet) 변환 등 시간-
주파수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분산된 유도 초음파를 해석하는데 이는 신호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단면적의 변화율이 5%이하인 경우에는 신호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미세한 결함을 

초기에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 초음파를 이용한 레일의 건전성 탐상은 그 잠재

적 장점이 큰 관계로 많은 기관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3.7 전자기 음향 트랜스듀서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EMAT)
전기 전도체의 표면에 코일을 근접시키고 코일에 교류 J를 흘려 동적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전도체 표

면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 J와 반대방향으로 와전류 I가 발생한다. I에 직교하는 방향으

로 정적 자기장 B를 인가하면 로렌츠(Lorentz) 힘 법칙에 의해 I와 B의 외적(outer product) 방향으로 힘 

F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금속에 탄성파를 발생시키는 트랜스듀서를 전자기 음향 트랜스듀서

라 하는데, 전자기적 원리에 의해 신호를 발생시키므로 비접촉 탐상이 가능하다[20,21] (그림 4(a) 참조). 
따라서 와전류 탐상 또는 교류장 탐상과 마찬가지로 탐상 시 별도의 커플런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레일 

표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자기 음향 트랜스듀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정적 자기장의 방

향과 코일의 방향을 조절하여 다양한 초음파 모드를 선택적으로 발생시키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체적파(bulk wave) 또는 표면파(surface wave) 모두를 발생시키고 측정할 수 있

어서 레일의 표면 결함과 내부 결함 모두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접촉식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전자기 음향 트랜스듀서를 배치하여 초음파를 집속

시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도 있다. 
EMAT을 이용하면 레일에서 비접촉으로 초음파를 송수신할 수 있으나, 탐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주파 신호를 보낼 경우 간극을 크게 가져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중심 주파수 2.4 MHz의 신호를 

보내어 탐상을 시도할 경우 자석과 레일 간 간극은 0.2 mm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기준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낮추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Warwick 대의 연구진은 Network 
Rail의 지원 하에 EMAT을 이용하여 저주파수의 Rayleigh파를 발생시켜 레일의 결함을 운행 중에 검출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2] (그림 4(b)). 이밖에도 Birmingham대, Bristol대의 공동 연구진도 EMAT를 이

용한 레일 탐상 장비에 대해 연구 중이며, 러시아 VIGOR 핵발전소 연구팀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여타의 전자기장 기반 탐상 방식과 마찬가지로 트랜스듀서와 레일 간의 간극을 일정하게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시사점 및 결 론

철도의 고속화 및 운송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철도 레일의 결함 발생 및 진전 요인은 증대하고 있으

며, 이러한 결함을 조기에 검출하는 것은 철도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레일 

결함 검출에 적용중이거나 적용성을 평가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 기법에 대해 그 개요 및 장단점을 정리

하였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접촉식 초음파 탐상법의 물리적 접촉방식으로 인한 한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비접촉식 레일 탐상 기법을 비교하였다. 접촉식 초음

파 탐상 기법은 접촉 매질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며, 탐촉자의 파손 가능성이 상존하며 레일 표면 결

함 탐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비접촉 탐상 기법을 레일 탐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탐촉자와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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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국가) 발생년도 사고양상 피해규모

Hatfield (영국) 2000  레일 게이지 코너부 결함에 따른 레일 

파손으로 인한 탈선사고
 사망 4명, 중경상 70명

Nodaway (미국) 2001  레일 내부 결함에 기인한 레일 파단  사망 1명, 중경상 96명

Possum Point (미국) 2006  분기부 레일 결함으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발생
 9명 부상

Painsville (미국) 2007  레일 결함으로 인한 화학물질 운반열차 

탈선
 화물소실 및 화차 26량 파손

표 1. 레일 결함으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간의 간극 유지 및 신뢰성의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반 레일 탐상 기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특성을 도출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레일 탐상 기법에 대해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질 시

점이라 판단된다.

    

(a)                                            (b)
그림 1. 접촉식 초음파 탐상차 (a) 탐상 원리 및 wheel probe, (b) scanmaster 사의 판형 윤활장치

 

                         (a)                                              (b)
그림 2. 비접촉 레일 탐상 기법 (a) 누설자속탐상의 원리 (b) 수동식 와전류 탐상기

159



   

                      (a)                                            (b)
그림 3. 비접촉 레일 탐상 기법  (a) 레이저 초음파 탐상기 (b) 유도 초음파 기반 레일 탐상차량

     

                           (a)                                          (b)
그림 4. EMAT 기반 레일 탐상 기법 (a) EMAT의 원리 (b) EMAT을 이용한 레일 탐상 시스템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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