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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nce defects in the wheels of railway vehicles, which occur due to wears with the rail, cause serious damage to the running 
device, the diagnostic monitoring system for condition-based maintenance is required to secure the driving safety. In this paper, we 
studied to apply a useful Cepstrum analysis to detect periodic structure in spectrum among the vibration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fault diagnosis of a rotating body such as wheel. In order to analyze in variations of train velocity, the Cepstrum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a domain change of the vibration signal from time domain to rotation angle domain. When domains change, it is 
important to use a interpolation for a uniform interval of the rotation angle. Finally, the Cepstrum analysis for wheel flat detection was 
verified by using the vibration signal including the disturbance resulting from the rail irregularities and the vibration of bogi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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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의 차륜은 차량 전체의 하중을 지지하고 레

일과의 회전접촉을 통하여 열차를 진행시키므로 레일

과의 마찰과 충격으로 인하여 결함이 차륜에 발생한다. 
이러한 차륜 결함은 회전을 통해 진동을 발생시키며 

차축베어링, 기어, 모터 등의 주행 장치에 이차 진동을 

발생시켜 수명을 감소시키고 탈선위험도를 증가시킨

다. 차륜과 레일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안티스키드 

장치, 레일/플랜지에 도유하는 장치 등을 사용하고 있

으나 열차가 고속화될수록 급감가속성능의 요구로 인

하여 차륜/레일 결함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차륜결함은 정기적인 예방정비를 통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운용 중 소음/진동 민원 시에 확인 후 마모

량 등이 기준 이상이면 삭정하고 있다. 삭정기준은 도

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찰상크기 및 개

수, 플렌지 마모상태 등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

고 있으며 차륜의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조

치하고 있다. 이는 결함이 거의 없을지라도 무조건 정

비를 실시하므로 차량의 운용성이 낮아지고 높은 비용

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행 중 결함이 발생하여도 진

동/소음 민원이 없으면 그대로 위험을 안고 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의 사후정비와 예방정비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태기반 유지보수

(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에 적용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8). 상태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신호는 열, 압력, 소음, 진동 등이 대표적이며 

진동신호의 경우 베어링, 기어 등의 회전기계의 결함

검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B. Liang, S. Iwnicki 등1)은 시간-주파수 분석을 이용

하여 차륜의 찰상 결함 검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

서 사용된 시간-주파수 분석법에는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WVT(Wigner Ville Transform), WT 
(Wavelet Transform)가 있다. 시간-주파수 분석방법은 3
차원 그래프로 결과가 도출되므로 결함 여부 판단을 

위한 정확한 경계값 설정이 어렵고 실차 주행 진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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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다양한 주파수대역을 보여주므로 결함을 구별하

기가 어렵다. 김재철, 지해영 등2)은 기어 결함 진단을 

위해 감속구동장치를 대상으로 시편시험을 수행하였

다. 이상진단에 필요한 진동특성분석으로 시간영역분

석에서 파고율(Crest factor)과 커토시스(Kurtosis)를 이

용하였고, 주파수영역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주행열차의 진동과 변속조건이 고려되지 않아 실차 주

행시 실시간 결함진단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영철, 김양한3)은 베어링 결함 검출을 위해 최소분산 

켑스트럼(Cepstrum)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등속 조

건에서 주기적인 결함신호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나 감

가속 조건에서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차륜결함신호는 차륜회전에 의해 주기적으로 발생

하는 신호이므로 레일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주기 

신호와 차이가 있고 차축베어링과 기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주기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주기신호들을 효

과적으로 분류하는 분석방법으로 켑스트럼 분석법이 

있다3-5). 또한 실제 주행 중인 열차에서 측정 장비로 취

득한 신호에는 차륜결함신호 외에도 기어, 베어링, 레
일 불규칙도 등의 외란 성분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외란이 존재하며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 실제 

열차 운영구간에서 효과적으로 차륜찰상결함을 검출

하는 켑스트럼 분석법을 제안하였다. 외란이 없는 순

수한 찰상 신호는 Recurdyn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륜/
레일 접촉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하였으며 각종 노이즈

를 포함한 정상차륜의 진동신호는 국내 7호선 열차에

서 계측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순서는 ① 켑스트럼에 대해 설명하고 

② 진동신호의 길이에 따른 켑스트럼 분석(시간도메

인)결과를 비교하였으며 ③ 감가속 조건에서 찰상신호

를 검출할 수 있는 켑스트럼 분석(회전각도도메인) 절
차를 제시하고 ④ 7호선 운영구간 계측데이터를 이용

하여 외란이 심한 구간에서 켑스트럼 분석의 효율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켑스트럼 알고리즘 

1963년 Bogert 등9)은 스펙트럼 신호의 로그값을 역 

푸리에 변환함으로써 첫 신호와 에코신호를 분류하여 

표현할 수 있는 켑스트럼 신호처리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 후 Randall 등4-5)은 회전기계 결함 검출

의 신호처리 방법으로 사용하여 왔다. 켑스트럼 분석

법은 신호의 주기성에 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며 

불균일한 주기신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켑스트럼은 대표적으로 콤플렉스(Complex) 켑스트럼

(Cc)과 파워(Power) 켑스트럼(Cp)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og  ln (1)

 
log   ln  (2)

  exp (3)

여기서 X(f)는 가속도 신호를 푸리에 변환(F)한 결과

이며 신호의 크기 A(f)와 위상 (f)정보로 표현된다.
켑스트럼의 가로축 는 시간 t와 같은 차원이며 큐

프렌시(Quefrency)로 정의된다. 
위 식은 회전속도가 일정할 때 주기적인 겸함신호를 

검출하는데 효과적이나 회전속도가 바뀌면 신호의 주

기가 변경된다. 본 논문에서는 윤축의 회전속도가 변

화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속도 신호를 푸리에 변환하

기 전에 가속도 신호의 시간 도메인을 차륜의 회전각

도 도메인으로 변경한 가속도신호를 사용하여 켑스트

럼을 적용하였다. 

2.2 동역학 모델링 및 해석조건

정상차륜과 찰상차륜의 신호를 비교하기 위해 

Recurdy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도시철도차량 7호선 도면 및 특성치 자료

를 운용사로부터 제공받아 차륜, 레일, 대차, 현가장치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차륜레일 접촉은 면대면

(surface to surface) 조건을 사용하였고 접촉강성은 참

고문헌10)에 근거하여 2 MN/mm 값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Fig. 1과 같이 1차, 2차 현가장치

를 모사하였고, 차체는 박스로 모델링하였다.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집중질량에 대한 초기 하중값을 1차, 2
차 현가장치에 예하중(preload)로 적용하여 해석 초기

부터 자중에 의한 수직 진동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서 차축과 베어링으로 연결된 액슬박스에서 수직가속

도를 추출하였다.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각 도시철도 

운영사 내부 규정에는 찰상이 ① 75 mm 이상 1개 이상, 
② 50 mm 이상 79 mm 미만 2개 이상, ③ 25 mm 이상 

50 mm 미만 4개 이상인 경우에 차륜을 삭정하도록 정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찰상신호를 얻기 위해 Fig. 
2와 같이 75 mm 찰상 1개를 A차륜에 모델링하였다.

주행속도는 도시철도차량의 평균운행속도인 40 km/h
로 하였고 이 때 차륜 반경에 의한 차륜의 초당 회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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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result of a flat wheel (b) Cepstrum result of sampled data for 5 seconds 

(c) Cepstrum result of sampled data for 3 seconds (d) Cepstrum result of sampled data for 1 second

Fig. 3. Simulation & Cepstrum results at constant velocity(40 km/h).

Fig. 1. Bogie modeling.

 

Fig. 2. Wheel flat modeling.

는 4.1 rev/s이며 찰상 부위의 신호파형을 정확히 분석

하기 위해 액슬박스의 가속도 출력 샘플링 율(sampling 
rate)는 1485 Hz로 설정하였다. 이 샘플링 율은 찰상부

위가 레일과 접촉 시 10개의 샘플을 추출한다.

2.3 분석 데이터의 샘플수에 따른 켑스트럼 결과

찰상 차륜/레일 접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윤

축의 액슬박스에서 추출한 찰상차륜의 수직 진동 가

속도는 Fig. 3(a)와 같다. 열차 주행 속도 40 km/h에
서 차륜 반경 0.43 m을 고려하면 차륜은 1초에 약 

4.1번 회전하며 찰상피크신호는 0.243초에 1번씩 발

생한다. Fig. 3 (b), (c), (d)는 5초, 3초, 1초 동안의 찰

상신호를 파워 켑스트럼 분석한 결과이다. 차륜회전

주기인 0.243초에서 모두 최대 피크값이 발생하고 2
배, 3배, 4배 등 배수주기의 조화성분 피크값이 발생

하고 있다. 켑스트럼 분석에 사용된 찰상신호의 샘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켑스트럼의 peak/mean값도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켑스트럼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위한 찰상신호 민감도 지표로 

peak/mean 값을 사용하였다.

2.4 속도 변화에서의 켑스트럼 결과

열차 속도를 1초에 2 km/h 증가하도록 하여 40 km/h
에서 50 km/h까지 5초 동안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액슬박스에서 추출한 진동신호를 파워 켑스트럼 분석

한 결과는 Fig. 4(a)이다. 등속주행조건의 켑스트럼 결

과와 달리 차륜회전주기에서 피크값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열차의 주행속도에 따라 찰상신호의 주기가 변

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도메인을 차륜의 회전 

각도 도메인으로 변경한 후 켑스트럼 분석하면 Fig. 
4(b)~(d)와 같이 차륜회전주기인 2 π(약 6.28) radia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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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pstrum result in time domain (b) Cepstrum result in angle domain(interpolation 200%) 

(c) Cepstrum result in angle domain(interpolation 100%) (d) Cepstrum result in angle domain(interpolation 50%)

Fig. 4. Cepstrum results at velocity variation(2 km/h/s).

서 찰상신호로 인한 피크값이 발생한다. 이 때 시간 도

메인에서 차륜회전각도 도메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각

도 간격이 균등하지 않으므로 FFT가 불가능하다. 따라

서 도메인 변경 후 보간법(interpolation)을 적용하여 각

도 간격을 균등하게 해주어야 한다. Fig. 4에서는 각도 

도메인으로 변경 후 보간시 각도간격을 조밀하게 할수

록 찰상신호에 대한 켑스트럼의 결과의 민감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5 외란이 있는 찰상진동신호의 켑스트럼 결과

지금까지 외란이 없는 상태에서 켑스트럼 분석법이 

찰상검출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레

일결함 및 차축베어링, 감속기 등 차량의 각종 주행진

동의 외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켑스트럼 분석법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국내 7호선 운영구

간에서 정상차륜의 진동을 계측하였다. Fig. 5(a)는 온

수역에서 천왕역으로 향하는 열차의 액슬박스에서 계

측한 수직방향 진동신호와 차륜의 회전속도로부터 구

해진 열차 주행속도이다. Fig. 5(b)는 진동의 RMS 평
균값이 2.568 g로 Fig. 5(a)에서 외란이 가장 심한 20
초~25초 구간이고 Fig. 5(c)는 진동의 RMS 평균값이 

0.468 g로 상대적으로 외란이 적은 5초~10초 구간이

다. 외란이 포함된 정상차륜의 진동신호와 외란이 없

는 찰상차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중첩하여 켑스트럼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열차의 주행속도와 동일한 조

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a) Acceleration on wheel axle and train velocity

(b) High disturbance section(RMS mean:2.568 g)

(c) Low disturbance section(RMS mean:0.468 g)

Fig. 5. The test measure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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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epstrum results of the vibration signal with high level of the disturbance.

Fig. 7. Cepstrum results of the vibration signal with low level of the disturbance.

Fig. 6은 정상차륜의 측정데이터에서 외란이 심한 

구간 20초~25초의 진동신호(측정결과)와 이와 동일한 

주행속도로 찰상차륜의 진동신호(시뮬레이션결과)를 

중첩한 진동신호를 켑스트럼 분석한 결과이다. 찰상신

호를 중첩한 신호에서의 특이점은 정상차륜대비 켑스

트럼의 peak/mean값이 약 20% 증가하였고 차륜회전주

기의 조화성분에서 피크값이 검출되고 있다. 외란성분

의 가속도 크기가 찰상신호보다 최대값 기준으로 4배 

이상임에도 찰상신호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Fig. 6보다 상대적으로 외란이 적은 5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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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구간을 중첩한 신호의 결과이다. 중첩신호는 정상

차륜의 진동신호 대비 켑스트럼의 peak/mean 값이 약 

200% 증가하였다. 외란이 적은 구간이 외란이 심한 구

간에 비해 동일한 찰상차륜에 대한 Cepsturm의 민감도 

증가폭이 10배 높게 나오고 있다.

3. 결 론

차륜의 찰상결함 진단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회전체 

결함진단에 유용한 Cepstrum 분석 절차를 제안하였고 

차륜/레일 접촉 시뮬레이션과 실차 주행시험을 수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켑스트럼 분석에 사용되는 진동신호의 길이가 1
초, 3초, 5초로 길어질수록 찰상신호의 민감도(peak/ 
mean)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샘플이 많아질

수록 스펙트럼의 주파수 간격이 줄어들어 평균값이 작

아지기 때문이다.
(2) 기존의 켑스트럼 분석방법은 일정한 속도에서 

주기적인 신호를 검출하는데 활용되었으나 시간도메

인을 차륜회전각도 도메인으로 변경하면 변속 상태에

서도 켑스트럼으로 충분히 결함검출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특히 도메인 변경 후 푸리에 변환을 하기 전에 

각도 간격을 균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각도 간격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였으며 샘플 개수가 증가할수록 켑스트럼의 결

과의 민감도(peak/mean)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4) 열차 주행 시 레일결함 및 감속기, 베어링 등에

서 진동이 함께 발생한다. 이러한 외란을 고려하기 위

해 실제 운행구간에서 측정한 신호와 가상의 찰상신호

와 중첩하여 켑스트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란이 가

장 심한 구간에서는 찰상 신호 검출이 가능하나 그 민

감도가 낮고 외란이 적은 구간에서는 높은 민감도로 

찰상신호 검출이 가능하였다.
찰상결함 검출을 위한 켑스트럼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① 찰

상신호의 길이가 길수록 ② 보간시 샘플의 개수가 많

을수록 ③ 외란이 적을수록 찰상 검출 민감도가 높아

진다. 특히 외란이 적은 구간을 판별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진동신호의 RMS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실제 

상태기반유지보수를 위해 실시간으로 계측/분석/진단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계측장비의 성능과 정확도에 따

라 위 고려사항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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