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고속철도(KTX)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유지보수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고

속 주행시 차량 하부장치의 탈락은 중대사고 발생 원

인이 될 수 있어 주요부품의 탈락 유⋅무 상태를 실시

간 검지하여 차량 고장과 이상 발생 시 유지보수에 활

용할 수 있는 검수장비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차량 

하부장치의 주요부품은 전자부품의 사용 증가, 대형 

모듈화로 컴퓨터를 활용한 고장 추적과 분석기술로 발

전되고 있고, 육안검사, 외관상태 확인, 소모품 교환 업

무와 같은 3D 업무 방법은 최근 도입된 전동차에 적용

할 유지보수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다1). 최근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한 비접촉식 비전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2). 고속

차량 주행 중 실시간 측정데이터, 고장데이터를 활용

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유지보수와 예방정비 

기술개발이 되고 있다2).

 철도차량 주행 중 하부장치의 고장 유⋅무를 스케

닝 하는 시스템으로는 적외선카메라(Infrared Camera)

를 활용하여 견인전동기(TM)의 실시간 이상 상태를 검

지하는 “이상발열검사시스템3)”과 하이비젼 고속카메

라를 적용하여 차륜의 형상을 검사하는 “차륜형상측정

장치4)”, 적외선 온도계를 활용하여 주행중인 차량 하

부장치의 이상발열 상태를 검지하는 “이상검지장치5)” 

등이 연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차륜형상측정장치

는 차량기지에 입고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된 시스

템으로 측정속도는 25 km/h이하에서 차륜직경, 플랜지 

두께/높이, 선단치수, 내측거리 등을 자동 측정하는 시

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고속스케닝시스템은 고속차량 

영업선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주행하는 차

량을 고속스케닝하여 부품의 탈락 여⋅부를 실시간 검

지하기 위해 대상 차량의 주행속도에 적합하도록 설계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차량 고속 주행시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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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량 하부장치의 대차, 제동장치, 

견인장치 관련 부품과 측면부의 차축베어링, 댐퍼류 

등을 대상으로 탈락 여⋅부를 자동으로 검지하기 위한 

비접촉식 고속스케닝시스템 알고리즘 연구를 하였다.

2. 고속스케닝시스템 구성과 알고리즘 분석

2.1 시스템 구성

고속스케닝시스템은 영업선에서 주행 중인 고속열

차의 하부와 측면부 중요부품 탈락 여⋅부를 실시간 

측정하는 비접촉식 시스템이다.

대상 차량은 고속차량 KTX, KTX-산천, SRT 차량으

로시스템 성능은 주행속도 110 Km/h이하에서 100 ㎟ 
이상의 물체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고성능 카메라 기술을 적용하여 고속차량 하부와 측면

부에 취부된 주요부품의 스케닝 영상데이터를 활용하

여 부품 탈락 여⋅부 검지하기 위하여 영상 비전처리 

알고리즘과 기계학습(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다6-11).

고속스케닝시스템은 고속카메라(Line scan camera, 

Resolution 2048 pixels, Line Rate 51 kHz), 고성능 LED 

조명(1000 W, 발기 조절 가능), 센서 기술을 적용한 시

스템으로 Fig. 1 같이 설치된다.

고속스케닝시스템은 KORAIL 하행선 고속철도 영업

선으로 대전역 플랫폼 400 m이전 설치하였다. 고속스

케닝시스템이 설치된 구간에서 대전역 플랫폼에 진입

하는 차량속도는 110 km/h이하로 차량의 하부와 측면

Fig. 1. Installation of high-speed scanning system.

부의 주요장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카메라 측정 모듈을 

설치하였다. 궤도 좌/우측 측면에 설치된 카메라 측정 

모듈은 고성능 카메라와 LED 조명을 각각 1대씩 설치

하였고, 레일 안쪽에 설치된 카메라 측정 모듈은 고성

능 고속카메라 3대와 LED 조명 2대를 설치하였다.

고속스케닝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차량의 고속 주

행에 영향 주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시스템 설치

시 차량한계, 건축한계 및 차량의 주행속도, 선로의 조

건, 환경적 조건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프로그램 구성

고속스케닝시스템은 Fig. 2와 같이 프로그램으로 동

작된다. 고속스케닝시스템이 설치된 구간에 차량 진입

과 진출의 입출력 정보를 이용하여 통과 중인 차량의 

하부와 측면부를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촬영된 영상은 차량 원형 이미지와 동일한 형태로 만

들기 위하여 영상 병합 후 차량 통과속도에 따른 이미

지 보정작업을 진행하고 차량 단위로 분할 저장한다. 

차량 단위의 기준 이미지와 촬영 영상을 비교하여 차

량 이상을 검출한다. 병합된 이미지는 대차 단위로 분

할 저장하고, 대차 단위 기준 영상과 비교 후 대차 이

상을 검출한다. 차량별 대차의 영상으로 차량 하부와 

측면부의 부품 탈락 여⋅부를 검지하기 위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처리된 영상 정보와 XRIOS(eXtender Railroad Opreation 

Information System, KORAIL 차세대철도운영정보시스

템)와 연계(차량 운용정보, 열번, 차량번호)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고, 관리하는 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

된다.

고속스케닝시스템이 설치된 구간에 차량 진입하여 

탈출시까지 동작 시켄스는 Fig. 3과 같이 이루어진다.

Train Line scane Image Shooting

↓

Train Image Calibration

↓

Image Segmentation Detection(Train, Bogie)

↓

Image Analysis Part Search

↓

Image Analysis Review/Alarm

Fig. 2. Structure of high-speed scan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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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speed scanning system data processing sequence.

(1) 열차진입 대기(WD1, Wheel Detection 1)

차량이 진입하여 차륜검지 센서 WD1을 통과하면 

차량 진입을 인지하고 차량 탈출시까지 차륜 검지 신

호를 검지하여 고속스케닝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한다. 

차량 탈출이 완료되면 다음 차량 진입시까지 대기 상

태로 동작한다.

(2) 영상데이터 촬영 / 수록(WD2, Wheel Detection 2)

차량이 진입하여 차륜검지 센서 WD1 신호를 검지

하면 고속카메라, LED조명, 차량속도 인식장치는 촬영 

준비 설정을 진행한다. 차륜검지 센서 WD2가 동작되

면 속도센서(Speed Detection)에서 차량 통과속도를 측

정한다. 측정된 통과속도는 고속카메라의 트리거 신호

로 이용하여 차량 측면과 하부의 측정 영상을 취득한

다. 차륜검지 센서 WD2, WD3의 통과시간을 계산하여 

차량의 위치에 대한 영상정보를 저장한다. 차량 탈출

시까지 영상 촬영을 진행한다.

(3) 영상데이터 촬영 종료(WD3 : Wheel Detection 3)

차륜검지 센서 WD2, WD3의 차륜 검지수가 고속열

차 차종별 차륜 검지수(KTX 46개, KTX-TK산천/호남 

23개, KTX-산천/호남(중련) 46개)와 비교하여 차량 탈

출이 확인되면 영상데이터 촬영을 종료한다.

(4) 편성번호 인식 

차륜검지 센서 WD1에 차륜이 검지되면 차량 측면

의 번호를 고속으로 촬영하고 영상 이미지 비전처리하

여 차량의 편성번호를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5) 영상데이터 처리 

차량이 통과하여 탈출 시까지 촬영한 측정 영상을 

차량의 원형과 동일한 형태의 영상 이미지 처리를 진

행하고 편성별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6) 데이터 해석

차륜검지 센서 WD2, WD3의 신호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대차 단위별로 분할한다. 측정한 영상과 이

전 영상을 비교하여 차량 하부와 측면부 주요부품의 

탈락 유⋅무 측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

리용 서버에 전송한다. 고속스케닝 측정결과를 관리장

치와 차량사업소 관리장치에 표시하고, 차량 하부와 

측면부 검사 대상장치가 탈락 검지된 경우 경보를 출

력한다.

(7) 차량 진입부터 탈출까지 동작 시켄스가 종료되

면 다음 차량 진입을 대기한다.

촬영 시 차량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영상을 얻을 수 없어 정확한 차량 통과속도 측정이 필

요하다. Fig. 3과 같이 고속스케닝시스템은 차량 진입/

진출 신호와 속도센서(Speed Detection)를 이용하여 차

량의 통과속도를 산출한다. 통과속도는 고속카메라의 

측정 타이밍을 제어하여 차량 하부와 측면부 부품의 

영상 촬영 데이터를 취득한다. 촬영된 영상은 Fig. 4와 

같이 고속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차량 원형과 동일

한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영상의 크기와 밝기 정보를 

고려하여 기하학적으로 변환하고, 영상의 노이즈 제거

를 위하여 노이즈 필터링 알고리즘 적용과 부품의 윤

곽선을 검출하기 위하여 에지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Fig. 4와 같이 차량 원형 영상과 동일 형태가 되도

록 영상처리를 하였다4,12).

Fig. 4. Corrected image of high-speed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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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rching for parts of the KTX vehicle using deep 
learning.

차량 하부와 측면부 주요부품 탈락을 검지하기 위하

여 차종별 검사 대상장치를 선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관리하고 기계학습(Deep Learning)으로 장치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YOLO v2(You Only Look 

Onc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7-10). 

Fig. 5는 주요부품을 탈락 여⋅부를 검출하는 과정이

다. 장치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고성능 카메라

를 이용하여 측정한 영상 이미지(2048 X 256 Pixel)를 

병합하여 합성 이미지(2048 X 2048 Pixel)를 만든다. 합

성된 이미지에서 부품의 검출과 인식을 위하여 트레이

닝 된 이미지를 검출하여 설정된 위치에서 부품의 탈

락 유⋅무를 판단한다.

검출한 결과는 관리프로그램에 표시되며 차종별, 차

량 위수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한다. 차량 하

부와 측면부에 부품 탈락이 검지된 경우 관리프로그램

에 표시되어 사용자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를 구축하였다.

2.3 검증결과

주행 중인 고속열차 KTX 3편성 대상으로 측면부의 

주요부품 탈락을 검증하였다. 

측면부 주요부품으로 23개로 선정하였고, KTX차량 

1편성의 측면부 측정 대상 부품은 227개 선정하였다. 

대상 부품의 탈락 여⋅부를 검지하기 위하여 차량별 

부품 위치와 정보를 설정하였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7,10). 

Fig. 6은 KTX 차량 측면 첫 번째 대차(Bogie)의 검사 

대상 선정 부품과 위치 정보를 표시하였고, Table 1은 

대차별 측면부 선정 부품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었다.

Fig. 6. Inspection results for main components.

Table 1. KTX vehicle inspection parts location

Bogie No. Part number Quantity

1 1 ~ 9, 3, 4 11

2 3 ~ 4, 10, 8, 7, 6, 5, 4, 3 9

3 3 ~ 4, 11, 8, 7, 6, 5, 4, 3 9

4 12 ~ 16, 6, 17 ~ 19, 19, 3 10

5 12 ~ 16, 6, 17 ~ 19, 19, 3 10

6 12 ~ 16, 6, 17 ~ 19, 19, 3 10

7 12 ~ 16, 6, 17 ~ 19, 19, 3 10

8 12 ~ 16, 6, 17 ~ 19, 19, 3 10

9 12 ~ 16, 6, 17 ~ 19, 19, 3 10

10 12 ~ 16, 6, 17 ~ 19, 19, 3 10

11 12 ~ 16, 6, 17 ~ 19, 19, 3 10

12 12 ~ 16, 6, 17 ~ 19, 19, 3 10

13 12 ~ 16, 6, 17 ~ 19, 19, 3 10

14 12 ~ 16, 6, 17 ~ 19, 19, 3 10

15 12 ~ 16, 6, 17 ~ 19, 19, 3 10

16 12 ~ 16, 6, 17 ~ 19, 19, 3 10

17 12 ~ 16, 6, 17 ~ 19, 19, 3 10

18 12 ~ 16, 6, 17 ~ 19, 19, 3 10

19 12 ~ 16, 6, 17 ~ 19, 19, 3 10

20 12 ~ 14, 20, 17, 6, 16, 15, 18, 19, 3 11

21 3 ~ 4, 21, 5 ~ 8, 11, 4, 3 10

22 22 ~ 23, 5 ~ 8, 4, 3 8

23 22 ~ 23, 9, 8, 7, 6, 5, 4, 3 9

Total 227

Fig. 7은 KTX차량 2번째 대차의 측면부 카메라(0번) 

측정 영상으로 장치를 인식한 결과로 cam00_003은 차

축 베어링을 인식하였고 cam00_004는 댐퍼를 정상 인

식한 결과로 부품의 탈락 유⋅무를 검출한 결과를 표

시하였다.

Fig. 7. Inspection result of KTX.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 철도차량 주행장치용 고속스케닝시스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5권 제4호, 2020년 13

Table 2. Verification results

Bogie 
NO

Part
NO

Quantity 
of detect

Ratio of 
detect

Bogie 
NO

Part
NO

Quantity 
of detect

Ratio of 
detect

1 11 10 90.9 13 10 9 90.0 

2 9 8 88.9 14 10 9 90.0 

3 9 6 66.7 15 10 10 100.0 

4 10 10 100.0 16 10 9 90.0 

5 10 9 90.0 17 10 10 100.0 

6 10 10 100.0 18 10 8 80.0 

7 10 10 100.0 19 10 9 90.0 

8 10 10 100.0 20 11 10 90.9 

9 10 9 90.0 21 10 9 90.0 

10 10 9 90.0 22 8 7 87.5 

11 10 9 90.0 23 9 9 100.0 

12 10 8 80.0 

Total 227 207 91.18

Table 2은 KTX 3편성 차량의 측면부 대차의 주요부

품 탈락 유⋅무에 대한 인식 결과이다.

Table 2의 결과는 고속차량의 주행속도에 대응하는 

고속 카메라 제어와 영상 촬영/획득으로 차량 형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상 비전처리가 수행되었고, 장치의 

탈락 유⋅무 확인하기 위한 기계학습(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91.18% 인식율을 확인하였다. 

인식율은 KTX차량 1편성의 측면부 측정 대상 부품 총 

227개 중 기계학습(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검출한 부품 개수의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 결과에서는 고속 철도차량 주행시 하부와 

측면부의 주요장치 탈락 유⋅무을 검지하고, 실시간 

스케닝 가능한 비접촉식 고속스케닝시스템 알고리즘

을 개발하여 고속 철도차량 영업선에서 주행중인 차량

으로 검증을 수행하였다. 고속스케닝시스템 알고리즘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속철도 차량의 속도 변화에 대응하는 고속카메

라 제어와 비전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 가능한 

영상 이미지를 확보하였고, 주요부품의 탈락 유⋅무 

상태를 자동으로 검지하는 알고리즘 적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2) 고속차량 하부의 제동장치, 견인장치 관련 부품과 

측면부의 차축베어링, 댐퍼류 등 탈락 유⋅무 상태를 

비접촉식 고속스케닝시스템으로 검지하여 유지보수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 본 연구의 고속스캐닝시스템의 시험결과 최적화

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91.18% 인식률을 확인하였다.

4) 고속스케닝시스템 알고리즘은 90%이상 인식률로 

차량의 실시간 상태정비 활용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

지정비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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