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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examination of application on site for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real-time broken rail 
detection equipment development system about connection, welded part occurring data errors of broken rail 
monitoring system. As a result of analysis about data collected in Seoul Metro No.2 Subway from Mar. 2010 
to Jan. 2011, we found it is possible to detect crack location(Thermit welding) within the margin of error of 
± 1m accurately as the first attenuation was -1.2dB and the second was -1.3dB.

1. 서론

철도는 정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여 대량수송에 따른 경제성이 우수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열차탈
선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식됨으로 열차탈선 및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
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레일절손의 현재 검지방법은 레일탐상차와 수동탐상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
정이므로 레일이 절손되어도 즉시 검지되는 방안이 없어 실시간으로 레일절손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레일탐상차가 운용되는 기간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레일절손을 검측하기 위하여 개발
된 레일절손검지장치를 서울메트로 2호선 실제 운영구간에서 1차 현장부설시험 (2010.03.26 
~2010.05.20)을 수행하였고, 추가로 2차 현장적용시험(2010.12.03~2011.01.28)을 통하여 레일절손장
치 성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실시간 레일절손 모니터링 시스템[1]

2.1. 광통신 방식 
통신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광통신은 송신기, 수신기, 정보 채널로 구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의 사용하였던 광통신 방식은 기존의 금속심선을 이용한 유선통신이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통신
과는 달리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방식을 말하며 일반적인 광통신의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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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통신 구성 그림 2. 시스템 전체 구성도 

2.2. 시스템 구성
본 실시간 레일절손 모니터링 시스템은 레일탐상차를 통한 레일절손 검지 후 주의등급 이하의 레일절

손이 발생한 개소에 설치한다. 레일절손이 진행되어 위험등급에 도달했을 때 이를 실시간으로 검지하는 
설비로써 광접속기로 부터 현장 정보를 연속적으로 수신하여 이상 발생 시 절손위치를 사용자에게 제공
함으로 철도 운영의 안전과 레일 유지보수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구성은 레일절손을 검지 할 수 있는 광접속기와 센서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감
시 장치, 레일절손에 대한 데이터 검색과 절손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 등으로 구성된
다.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와 사양은 그림 2와 같다.

2.3. 시스템 세부사양
본 실시간 레일절손 모니터링 시스템의 세부 사양과 그에 따른 설명은 도표 1과 같다. 또한, 그림 3

와 같이 사용자와 Interface 할 수 있는 Console Software, 검지장치에서 송신 되는 Data를 분석하여 
레일절손 발생을 판단하는 검지 Software, 검측 Data를 저장하는 DB 관리 Software로 구분된다. 

시스템의 설치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선로보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광접속기 간의 설치 간격은 레
일절손의 검지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도표 1. 시스템 세부 사양
순번 장  치  별 비고

1
실시간 레일절손 

모니터링
시스템

 Console S/W  알람 및 MMI S/W
 검지 S/W  검측 Data 분석 S/W

 DB 관리 S/W  검측 Data 관리 S/W
2 검지장치  레일 검측장치
3 광접속기  설치 포함
4 광케이블  광케이블 성단 및 연결 포함

그림 3. 모니터링 시스템 S/W 그림 4. 광접속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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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현장 시험

본 연구에서 데이터 기준값을 취득하기 위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장조사 및 부설시공을 
완료하였다. 현장 적용 시험은 구간은 삼성∼선릉 구간 (키로정 19K020)을 선정하였으며 도표 2와 같
다. 또한 해당 레일 절손 개소는 그림 5와 같다. 시공은 2011년 11월 24일∼26일(3일간)까지 수행하여 
설치를 완료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었다. 

분소 선 구간 키로정 균열종류 좌우 균열개소 교체

A 내 삼성 ∼선릉 19K020 TC 우 용접본드 ×

도표 2. 현장적용시험 구간 선정

(a) 용접개소 및 본드선 균열 (b) 본드선 복부 균열
그림 5. 개소 현장 사진 

3.1. 현장부설 전체구성도
현장적용시험에 따른 현장부설 초기에 구성도는 그림 6과 같다. 그러나 실제 현장여건에 의해 모니터

링 광케이블 설치거리를 50m(좌측 25m + 우측 25m)에서 40m(좌측 20m + 우측 20m)로 변경하였
다. 또한 접속기 포인트의 경우, 좌/우측레일의 경우 5개 포인트로 5m 간격으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좌측레일의 경우 2개 포인트로 5m 간격과 우측레일의 경우 2개 포인트로 3.2m로 하였다.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된 현장 부설의 변경 구성도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6. 현장부설 구성도 (변경 전) 그림 7. 현장부설 구성도 (변경 후) 

3.2. 현장부설 시공
현장적용시험에 따른 현장부설 시공시 총 3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예로 들어 현장부설 시공 작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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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 현장부설 시공에 대한 1일차 현장 사진을 나타내었다. 
현장부설 시공 1일차(2011월 11월 24일)는 그림 8와 같이 실시되었다. 현장부설 시공 1일차는 ELP 

전선관 설치준비, 광케이블 포설작업 앙카천공 작업, 광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작업, 광케이블 인입작업 
순으로 진행하였다. 

(a) 이블 포설작업 (b) 앙카천공 작업

그림 8. 장부설시공 1일차( )

3.3. 현장적용시험 데이터 취득
3.3.1.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OTDE 분석이론을 사용하였으며 도표 3과 같다. 융착이나 케이블이 휘

어진 지점에는 반사가 없고, 케이블이 깨지거나, 종단된 경우 큰 반사가 있다. 

분석예 파형분석

벤딩

절손부

말단부

도표 3. OTDE 분석

또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도표 4와 같이 기준값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고, 비교값은 파란색으로 표
시하였다. 2번 접속기 측정값은 데이터 변위차이가 없어 제외하였으며 파형분석, 감쇄율 비교, 기존 추
정치로 산정하였다. 

기준 내용
기준값 빨간색 표시
비교값 파란색 표시
제외값 2번 접속기 측정값은 데이터 변위차이가 없어 제외함. 

분석방법 1. 파형분석 + 2. 감쇄율 비교 + 3. 기존추정치로 산정

도표 4. 데이터 분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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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데이터 분석
현장적용시험을 통한 2010년 12월 9일 데이터는 도표 5~도표 7과 같다. 

데이터 형분석 속기 치(m) dB값

1 29.27

기 -83.63

비교 -84.93

차이 1.30

2 34.30

기 -

비교 -

차이 -

3 48.18

기 -71.12

비교 -71.16

차이 0.04

4 57.67

기 -86.36

비교 -84.17

차이 0.19

도표 5. 데이터 분석(2010/12/09 05:02, 05:30)

데이터 형분석 속기 치(m) dB값

1 29.27

기 -83.63

비교 -86.96

차이 3.33

2 34.30

기 -

비교 -

차이 -

3 48.18

기 -71.12

비교 -71.19

차이 0.07

4 57.67

기 -86.36

비교 -85.14

차이 -1.22

도표 6. 데이터 분석(2010/12/09 05:02, 07:00)

데이터 형분석 속기 치(m) dB값

1 29.27

기 -83.63

비교 -87.66

차이 4.03

2 34.30

기 -

비교 -

차이 -

3 48.18

기 -71.12

비교 -71.16

차이 0.04

4 57.67

기 -86.36

비교 -84.35

차이 -2.01

도표 7. 데이터 분석(2010/12/09 05:02, 12:05)

상기의 그래프의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X축은 2010년 12월 9일에 측정하
였던 시간, Y축은 해당 접속기 위치에 따른 dB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일차 분석과 같은 방법으
로 2010년 12월 9일~2010년 12월11일에 해당하는 3일차 분석 정리 데이터는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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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일분 분석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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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0.8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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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0 0 0

1.3

0.27

-1.68

1

2

3

4

그림 10. 3일분 분석 (2010/12/09~2010/12/11)
5. 결론
5.1. 분석결과
서울메트로 2호선의 삼성∼선릉구간에 98.51m의 루프형태로 설치된 레일절손 감시경보시스템을 분석

한 결과 크랙개소(테르밋 용접: 48.18m)를 정확하게 ±1m의 오차범위내에 포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
험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관련 데이터를 1일, 3일, 5일, 7일, 15일, 30일, 37일의 주기로 분석한 결과 크랙발생개소인 48.18m 
지점에서는 그래프로 확연히 프리즈넬 반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3개소는 광케이
블의 벤딩(외부충격에 의한 난반사)에 의한 손실이 많이 나타났다. 

데이터 비교 결과 1차 현장시험에는 감쇄율 -1.2dB이며, 2차 시험 결과 감쇄율 -1.3dB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도표 8과 같다. 

1차시험 결과 2차시험 결과
-1.2dB -0.3dB

도표 8. 데이터 비교 결과

또한, 37일 이후의 데이터(1/15일 이후∼)는 외부의 충격 및 임의조작에 의해 3번 접속기가 끊어짐으
로 광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45일, 60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곤란하며 1월
15일 이후의 데이터는 도표 9와 같이 3번 접속기 위치에 종단면의 파형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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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도표 9. 접속기 파손에 따른 데이터 유형

5.2. 1차 부설시험과의 연계성
1차 부설시험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2차시험에서는 -0.2dB이내에서 도표 10과 같이 그래프 우측으

로 떨어지는 곡선이 아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곡선형태를 나타냄으로 1차 시험결과와 같이 
20mm이내의 저부크랙으로 추정된다. 두부 및 복부(90°,45°)에 발생할 경우에는 변위폭이 4∼8dB, 좌
측에서 우측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나타내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강하는 그래프는 벤딩 및 접속기에 
의한 손실을 의미하며 크랙개소의 파형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차시험 결과(-1.2dB이내) : 부 2차시험 결과(-0.3dB이내): 부

도표 10. 1차 부설시험과의 연계성

5.3. 최종결론
위의 시험결과에 의해 감쇄율 기준을 제시하면 도표 11과 같다. 

특성        크랙 두부
복부

부 정상
90° 45°

감쇄율(dB) 2 8 4 1.2 0.3 0.1이하

감쇄율(dB) 기 2∼3 8∼6 6∼4 2∼1 1∼0.5 0.5이하

진동에 의한

형특성

좌우

하향

우하향

( )

우하향

( )

좌우

평형

좌우

평형

변 차

없음

결과 모형제작 1차부설 2차부설 평균값

도표 11. 감쇄율 기준

   1) 정상의 경우, 변위차가 거의 없다. 
   2) 크랙의 경우, 크랙의 유형(두부, 복부, 저부)에 따라 다른 파형 및 감쇄기준을 적용해야한다. 

단, 철도노선유형에 따라 파형 및 감쇄기준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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