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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윤하중을 이용하여 누적통과톤수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호남고속철도(109k231 상선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약 11개월 동안 시험 운영하였다. 
통과톤수 산정과정은 윤하중 측정 즉시 그 결과를 모니터링 서버에 온라인 전송한다. 모니터링 서

버는 통과톤수 적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축하중, 열차하중 등으로 계산하고 통과톤수로 적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사용자는 온라인으로 윤중, 축하중, 열차하중, 일별/월별/연별 통과톤수를 

표 및 그래프 등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주요어 : 통과톤수, 모니터링, 윤하중

1. 서 론 

윤하중을 이용하여 누적통과톤수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개발 시스템을 호남고속철도(109k231 
상선구간)에 설치하여 약 11개월 동안 운영하

였다. 누적통과톤수 계산은 윤하중을 축 및 

열차하중으로 변환하고 통과톤수에 적산하는 

절차로 계산되었다. 윤하중 및 누적통과톤수

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온라인으로 조

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적통과톤수는 레일교체기준에 중요한 지

표로써 활용된다[1]. 또한 누적통과톤수는 강

화노반 및 상부노반의 영구변형에 중요한 인

자로서 작용한다[2].

2. 본 론 

2.1 현장 계측시스템

윤하중 센서는 Fig.1과 같이 호남고속철도 

109k231 상선 구간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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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중 센서는 4개 포인트가 설치되었다. 
데이터로거는 CR9000X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속도는 1kHz이다. 통신은 초고속망을 사용하

였다. 열차 통과시 측정 트리거는 윤하중이 

20kN이상 될 때 작동 되도록 하였다. 트리거 

작동 15초 전후 등 총 30초 동안의 윤하중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열차당 측정 결

과파일의 용량은 약 3MByte 이내이다.

2.1.2 누적통과톤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Fig.2(a)는 프로그램 초기 접속 화면이다. 웹 

페이지를 통하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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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Wheel Load Sensors Installation 



이 가능하다. C/S 타입의 프로그램으로써 

C# 및 SQL Server로 개발 되었다. Fig.2(a)는 

메인 페이지 이다. GIS 지도 기반으로 윤하중 

센서가 표시되고 하단에는 윤하중 및 누적통

과톤수 그래프가 표출 된다. Fig.2(c) 및 

Fig2(d) 는 누적통과톤수를 나타내는 그래프 

및 보고서이다. 표출내용은 일일단위 누적통

과톤수이다. 

3. 결 론

윤하중을 이용하여 고속철도 누적통과톤수

를 적산하고 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약 11개월 호남고속철도 1개소에 

시험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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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Real-time Accumulated Traffic Tonnage Monitoring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