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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는 인터페이스 산업으로 철도차량·선로·관제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움직일 수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지보수 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각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어 업무특성에 따라 위치, 시간 등 기준 데이터가 

각각 상이하여 시·공간 기반의 연계 분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각 분야별로 상이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는데,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유형의 상호관련성을 인지하기 위한 기준정보의 추출과 매핑이 반드시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매핑 툴 선정과 결

과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어 : 철도, 위험관리, 데이터 매핑, 위치정보, 위험요인

1. 서 론 

철도는 차량, 선로, 관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열차가 안전
하게 운행되는 시스템이다.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지보수 활동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누적된다. 
이러한 정보는 수집주기 및 저장방식이 분야별 
업무특성에 따라 각각 상이하여 데이터간 의미적 
불일치(semantic heterogeneities)가 발생하고 있
어, 데이터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서로 연관
성을 가지는 연계 정보를 분석하는데 기준데이터를 
설정하여 매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철
도공사의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2011년 이
후 최근까지 발생한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의 유형을 살펴보고, 데이터간 상
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매핑방법의 
선택과 매핑 툴의 설정, 시·공간기반의 데이터 매
핑 및 매핑된 결과 등 처리과정 연구를 통해 데이
터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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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철도 분야별 데이터 유형

선제적 안전관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정보시스템 내 D/B로 저장되고 분석된다. KTX의 
경우 열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차량고장정보를 
차상컴퓨터(OBCS) 장치로 검지하여 CDMA 방식의 
무선전송장치를 통해 데이터(Table.1)를 실시간 
전송하고 있으며, 또한 레일, 침목, 전차선 등 
시설물은 레일점검차, 전기검측차 등 검측차량의 
주기적 운행을 통해 결함을 검지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각 담당분야의 
안전 및 유지보수 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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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ormat example
fleet number char 1C1001
car number float 100102
computer char P1

date date 2011-10-08
time time 8:23:31PM

faultcode char C1-28-08
fault type char MF
code name char unstable bogie(ch1 pc5)

system name char KTX-drive
system group char KTXSYS06
system code float 030

action char yes
action description char inspection

Table 1. Data structure for railway vehicle field



2.2 시·공간기반 데이터 매핑방법 및 결과

철도의 각 분야별로 상이한 데이터를 같은 스

키마와 속성을 가지게 하는 방법인 데이터 매핑을 
통해 시·공간기반으로 기준정보를 매핑하는 과
정인 전처리(preprocessing)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배경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거 
데이터 중 기준 데이터가 상이한 유형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차량분
야의 고속차량 고장코드, 시설분야의 검측차 측
정기록, 전기분야의 검측차 및 검측장비가 장착
된 KTX-36호의 측정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매핑을 위한 툴로는 Oracle, MySQL, 
MS-SQL 등 많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들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데이터 매핑을 
위하여 MS-SQL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
램들 중 통계적 접근에 용이하고 오픈소스를 활
용하여 다양한 오픈 데이터들과 연계, 매핑, 코
딩, 분석이 가능한 R 통계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데이터 병합, 필터링, 통계분석, 그래프 등을 수
행하였다.

차량분야의 대차헌팅 감지데이터, 시설분야 선
로검측차의 레일표면결함, 체결구결함, 침목결함, 
궤도검측차의 면틀림 좌·우, 줄틀림 좌·우, 비틀
림, 궤간틀림, 그리고 전기분야의 높이불량, 편
위불량의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발생일자, 운행일
자, 검측일자, 일자에 정보들을 년, 월, 일별 시
간적 데이터로 매핑 하였다. 위치정보의 경우 각 
분야별 기능위치로부터 고속·일반, 상·하행, 노선
별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R 프로그램 내 melt함
수를 이용하여 운행년도, 발생위치, 결함등급를 
추출하였다. melt함수 결과 값으로 cast함수를 
활용하여 일자별 발생위치에 대한 빈도를 도출
하고 데이터들을 통합하였다. 그 결과 값을 
ggplot2 패키지를 사용하여 축을 로 표기하
고 축을 년/월/일별 발생 빈도로 누적그래프를 
도출하여 시·공간적 분야별 결함유형을 도출하
였다.

2.3 철도 분야별 시·공간 매핑 결과 검증

본 연구에서 적용한 매핑방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 매핑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 특정구간에서 발생하는 복합
장애 요인에 대해 실제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경부고속선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결함구간이 
차량과 지상시설이 결합되면서 발생하는 장애가 
특정구간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Fig.1과 같이 경부고속선 상
행을 기준으로 40∼60, 180∼200, 220∼
240, 320∼340 구간에서 차량, 시설, 분야
의 복합장애가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80∼100, 100∼120, 120∼140, 240
∼260 구간에서는 대부분 시설분야 결함과 
일부 차량분야 결함이 동일 시점에 발생하였고, 
그 외 구간은 분야별 독립적인 유형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복합적
으로 발생하는 40∼60구간의 경우는 선로조
건이 급곡선, 구배변화(변곡점), 설빙 발생에 의
한 레일표면 결함 등 복합적 장애현상임을 연차
별 결함보고서 검토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40∼60, 180∼200, 220∼240
, 320∼340 구간의 경우 차량, 시설분야
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2은 2011년 이후 동일 구간에서 장애 빈도
가 반복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차별 
결함 및 장애 요인에 따른 월별 발생빈도 중 대
표적으로 40∼60 지점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 그래프에서 차량, 시설분
야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선로조건이 취약한 경
우에 대차헌팅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40∼60 외 복합적으로 장
애 및 불량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각 분야의 
유지보수 이력과 전문가 분석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패턴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A graph after mapping for each fields

Table 2. A example of location data mapping result

Fig. 2. A data analysis result on Kyungbu high speed line



3. 결 론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선제적 안전관리 실현을 

위해 실시간 운영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이상상황 

판단, 예측 및 조기대응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고는 

시점, 장소, 원인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로 

상이한 기준 데이터 매핑을 통해 위험관리 데이

터의 시·공간기반 통합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험분석 알고리즘 구현한다면 위험관리 분석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 시설, 전기 각 철도분야별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를 식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각 데이터별 시간, 위치 등 

기준 데이터를 추출하여 통합 변경·처리하였다. 

기준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공간기반 분야별 결함발생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 값을 토대로 각 분야의 유지보수 이력과 

전문가 검토,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선형조건, 취

약사항 등을 검토하여 분야간 인터페이스 위험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각 분야별로 

구축된 안전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합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서 시·공간

기반 위험관리 데이터 분석의 기반을 구축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후 본 연구에서 적용한 데이터 매핑을 기초로 

운행정보기록, 기상정보 등 데이터 확장을 통하여 

시·공간기반 통합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데이터들의 상호관련성, 패턴, 

규칙을 분석한다면 안전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시간 위험관리 분석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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