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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ck geometry changes by traffic loads. The bigger the changes are, the worse the 
riding comfort and running stability of train. This is so-called track irregularity and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parameters of ballasted track. To objectively assess track 
irregularity, track geometry should be able to be measured. 
  Practically, railway companies in Korea use various track recording equipments to 
measure track irregularity. But this various equipments output different data due to 
their geometrical structure even measured at same location.
  In this report, the correlation of various track recording data used in Korea was 
reviewed.

1. 서론

궤도의 선형은 설계 시 완벽한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지나 시공과정을 통하여 물리적인

형상을 가지게 되며, 열차의 운행 시 궤도선형이 점차 변화되어 열차 주행품질을 저해하고

안전운행에 위험을 주기도 한다. 이 오차를 궤도틀림(track irregularity)이라 하며 이를 설정

된 기준값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궤도유지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궤도틀림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측하게 되며 궤도틀림의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보수작업의

수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궤도틀림의 측정방법은 차분법과 관성법, 측량법 등으로 크게 구

분되며 각자 장단점이 있다. 또한, 각각의 측정법은 측정장비의 물리적 형상으로 인하여 고

유의 전달함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궤도틀림의 정확한 측정과 실제의 유지보수 업무에

효율적으로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측정법에 대한 상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궤도틀림 측정법 간의 상관성 분석방법과 이를 통하여 데이터 상호

간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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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다양한 궤도틀림의 측정방법 별 데이터 특성

2.1.1 궤도검측차 (EM-120)
 가. 검측원리
  EM120 검측차는 기계적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장비로 그림1에서와 같이 3개의 대차와 3
개의 측정축으로 구성되어 측정륜의 변화 및 차체의 기계적인 변화를 17개의 측정센서가 
각 11가지의 측정항목-고저(좌․우), 궤간, 비틀림, 수평, 방향 (좌․우), 가속도 (수평․수직), 
차량변위(수평․수직)-의 전기량 변화로 감지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한 후 선로의 상태를 그래
프 및 보고서, 전자문서(ASCII))로 출력한다.

 나. 데이터 특성
  고저틀림과 방향틀림 측정 시 현 길이를 10m로 하고 3개의 측정 축간 거리는 각각 5m로 
하여 대칭현을 구성하며 중앙종거값을 검측한다. 
  검측데이타는 레일을 따라 25cm 마다 측정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출력데이타에는 몇
가지 오류가 발생하므로 데이터의 실제위치(거리표, kilometer post)와 출력데이타 간의 위
치보정이 필요하다. 이는 동기화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거리표가 
정확하지 않거나와 검측차륜의 슬립 슬라이딩에 의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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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M120의 전달함수

  

2.1.2 트렉마스터(TrackMaster)
   가. 검측원리
  트렉마스터의 경우도 EM-120과 동일하게 궤도를 따라 여러 점에서 레일의 변위차를 
50c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궤도틀림을 구하는 차분법의 일종인 중앙종거법을 이
용한 방식으로, 방향틀림 및 고저틀림 측정시 a=b=1m의 검측현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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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트랙마스터의 측정현 구조

  
그림 3. GRP 1000 장비구조 및 측정

 나. 데이터 특성
  장비의 특성상 2m현을 기준으로 검측이 되나, 그림4와 같이 다중교차법을 이용하여 10m
현에 대한 값을 산출한다. 측정신뢰도가 높으며 50cm 간격으로 출력되는 데이타 상의 오류
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4. 다중교차법에 의한 10m현 환산방법

2.1.3 GRP 측량 검측
  가. 검측원리
  GRP는 양쪽 레일 상면의 3차원 절대 좌표(표고, 위도, 경도)를 레이저 광학측량기(토탈
스테이션)과 궤도상에서 길이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트롤리 구조의 반사프리즘을 이용하
여 측정하고, 전체적인 궤도 형상을 3차원으로 그려낸다. 이들 데이터를 후처리하여 방향틀
림, 고저틀림, 궤간, 캔트, 키로정의 측정 가능하다.
   현장측량시 60~80m 간격으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절대좌표를 기록한 다음 궤도측정
시에는 이점을 기준으로 정밀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시스템의 측정 정밀도는 ±0.5mm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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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작업 속도는 시간당 80~100m로 비교적 느린 편이다. 측량시에 레이저 반사를 이용하
며 인적오류의 가능성은 적다. (그림 3)   

 나. 데이터 특성
  GRP에서는 S/W적으로 이 데이터를 후처리하여 고저, 방향, 궤간, 비틀림 등의 궤도틀림
값을 차분법으로 추출하므로 기준 현 길이를 임의로 수m에서 수 십m까지 변경하여 원하는 
값을 얻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본 검토에서는 차분법으로 추출하기 전의 원데이타를 궤도의 
원형틀림 데이터로 보고 복원된 검측데이타와 비교 검증에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궤도의 
형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그려내므로 전달함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GRP 데이터가 장파
장 궤도틀림을 산출해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측량속도가 매우 느려서 정기적인 궤도검측을 
위한 현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1.4 복원데이타
  가. 복원 필터 설계의 개요

복원 필터는 참조논문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FIR( Finite-duration Impulse Response ) 
필터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 FIR 필터는 일전 범위(구간) 내에서 임펄스 함수의 조합으로 표
현된 데이터의 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링 방식의 측정에 의하여 이산적으로 획득한 데
이터 셋에 적합하다.

FIR 필터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위상에 대한 주파수 응답 특성이 선형성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조파 왜곡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
여 복원 구간을 설정하여 복원 필터를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시법 측정에 따른 전달함수와 복원 필터의 관계를 정의하
면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or   
                  (식 1)

          
               (식 2)

    

     

                           (식 3)

 따라서 10m 정시법의 경우는 0 이므로 식 4와 같이 정리되며 복원 필터의 위상에 대한 
주파수 응답이 선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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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식 4)

  나. 복원 필터의 설계
복원 필터의 적용은 참조논문에서와 같이 측정 결과와 복원 필터를 Time Domain에서 

Convolution 하여 복원된 결과 값을 획득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식 5)
 
  식 5는 x(n) = g(n) * y(n)로 표현되며 이때 y(n)은 정시법에 의한 측정결과를 나타내
며 g(n)은 복원필터를, x(n)은 복원된 결과값을 의미한다. 또한, Convolution은 연산과정이 
많아 대용량의 데데이터 적용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x(n) = g(n) * y(n)
이 Frequency Domain에서 X(w) = G(w) X Y(w)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용하여 측정 
결과값, y(n)에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여 얻은 Y(w)을 G(w)과 곱하여 X(w)을 획득
한 후 X(w)에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여 x(n)을 얻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
다. 또한 복원 필터와 측정 결과값의 연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파수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FIR 필터를 제작하였다. 주파수 샘플링은 식 6과 같이 전체 주파수 구간을 측
정 결과 데이터와 동일한 수를 가지도록 하여 필터 적용 구간에서 측정 결과 데이터와의 
1:1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식 6)

 
  최종적으로 식 7을 이용하여 복원 필터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복원 필터에 대한 주파수 
응답은 그림 5와 같다.
 

 

 

  

  

 · cos  

             (식 7)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조논문의 정시법에 대한 복원필터의 주파수 특성과 비교하
여 보면 Passband 대역( 궤도틀림 파장 : 11∼150m )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저주
파 대역의 차단 특성은 더욱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주파 대역에서의 차단 특성이 참고문헌 1에서 제시한 주파수 특성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진행되는 측정 데이터 이용한 데이터 복원과 
비교 데이터와의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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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원 필터의 주파수 특성 (b) 복원 필터의 주파수 특성 (참고문헌1)
그림 5. 제작한 역필터의 주파수 특성

2.3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방법

2.2.1 데이터의 신뢰성
  다양한 검측데이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기법을 검토하였다.

  가. 상관성(correlation) 분석법
  상관성 분석 방법에는 자기상관함수 (Auto-Correlation Function: ACF)와 교차상관함수
(Cross-Correlation Function: CCF)가 있으며, 같은 위치에 대한 다른 두 데이터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상관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차상관함수를 이용하여, offset을 구하고, a, b 두 데이터의 normalized 된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여 비교한다. 상관성의 판정을 위하 상관계수 값은 비교 대
상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검측데이타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교차상관함수는 다음과 같다.

   


  

  

        ,         

              (식 7)

 여기서 는 시계열자료,  는 시계열 의 평균,  , 는  , 의 표준편차이며  는 
시차 에서 교차상관계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두 시계열 특성함수에 사용되는 시차 는 시계열 길이 의 1/4값 이상을 사
용한다. 95% 신뢰구간에서 상관도를 평가하는 유의수준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
± 이며, 여기서 은 시계열자료의 길이에 해당한다.

  나. 평균, 표준편차에 의한 방법

440



 상관함수의 비교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비교할 수 있다. 파형의 유
사성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목측에 의한 방법도 같이 고려하고자 한다.

  다. 목측에 의한 방법
  비교 데이터를 통일 그래프상에 도시하여 목측으로 유사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궤간데이타의 경우는 차분법으로 측정하지 않고 두 레일간의 거리를 직접 측정하므로 비
교 데이터 간의 거리를 동기화 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검측방법에 의한 데이터와 궤도의 원형틀
림을 복원하여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현재 복원필터는 개발완료 하였으
며 EM-120의 데이터를 복원하여 GRP로 측량된 데이터에서 추출한 궤도틀림 원형 데이터
를 비교하고자 한다.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관성 분석 및 목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고속화를 위한 선로구축물 핵심기술개발”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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