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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고속선 궤도를 예방보수 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수 작업일을 예측하는 것

이다. 궤도 예방보수는 궤도의 틀림을 안전범위 내에 유지시켜주며, 궤도 유지보수 일정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궤도 예방보수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는 유지보수 작업은 승객

에게 편안한 승차감과 안전한 운행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작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본 논

문은 궤도 검측차량의 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궤도틀림의 추세를 예측하는 방안과 해당 방법론의 

정확도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주요어 : 궤도관리, 예방보수, 검측데이터, 궤도틀림

1. 서 론

고속선 궤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구간의 틀림치가 기준한계선에 도달하는 

시점을 미리 예측하고, 각 구간에 대하여 확

인 및 점검 후 완료 요구일을 산정한다. 그

리고 각 완료 요구일 안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

로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방보수라 한다. 

현행의 “고속철 도선로 정비지침(2005. 

08. 11.)” 에서는 사후보수 기준치만 정의

되어 있고 궤도틀림의 진전을 추적하기 위한 

표준편차 규정은 주의 기준까지만 정의하고 

있다[1]. 예방보수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작업 계획이 수립되고 적절한 시기에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고속선 운행의 품질은 향상된

다.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장비 및 인력 운

용의 효율성과 고객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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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궤도유지보수 수행 프로세스 

현재 고속선 궤도관리를 위하여 철도공사는 

다양한 종류의 궤도관리 장비들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검측차량 및 순회점검을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는 궤도 상태의 확인 

및 분석 업무 뿐 아니라 업무 일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래의 ‘Fig. 1’은 고속선 궤도관리를 위한 

궤도유지보수 일정계획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를 도식화 한 것이다.

Fig. 1 Maintenance schedu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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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M-140K와 Roger-1000K의 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궤도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현재 종합 검측차량의 검측 데이터는 

25cm단위로 측정되고 있으며, 검측 위치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다.[2]  이러한 오차는 

검측 데이터의 추세를 분석하는데 문제를 

발생한다. 때문에 25cm의 구간을 다수 

병합하여 해당 단위 구간의 평균값으로 

추세를 분석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일정기간 축적된 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각 단위구간 평균값들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완료요구일을 도출하는 방법은 

본 논문의 선행연구인 “고속선 궤도관리를 

위한 궤도틀림 구간 예방보수 방안에 관한 

연구”(Duk-Hee Nam et al, 2016)[3]의 

연구내용을 적용하였다.

2.2 실험결과 

검측데이터를 활용한 검측값 예측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12일 까지 운행한 종합 검측차량의 

검측데이터를 대상으로 예측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통하여 한달 뒤 검측 

값을 예측하고 실제 한달 뒤 검측된 

데이터와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Table 1’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험 1은 2012년 01월부터 2016년 09월 

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2016년 10월의 

데이터를 예측한 결과이다. 그 결과 도출된 

예측 값을 2016년 10월 검측 된 실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 차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이다. 

실험 2는 동일한 방법으로 2012년 01월부터 

2016년 07월 까지의 데이터로 한달 뒤를 

예측한 결과이고  실험 3은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 까지의 데이터로 한달 뒤를 

예측한 것이다.

Table 1 Result of experiment

3개 데이터 조합을 통해 나온 결과값으로 

예측데이터와 실검측 데이터의 차이는 LVL은 

평균 0.997mm, LVR은 평균 2.138mm, ALL은 

평균 0.913, ALR은 평균  1.708mm 로 

확인되었다. 이는 철도공사 업무지침의 

검측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보수한계치의 3~13%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정립한  

예방보수의 방법론과 수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을 통하여 

오차범위 내의 정확도를 검증하였고 현재 

고속선 궤도관리 시스템(KTMSYS)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추후 현장의 요구사항과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1] Min-Chul Jeong, Kun-Woo Kim, Won-Woo Lee, 
Jung-Sik Kong (2012) Prediction for Progress of 
Track Irregularity of High-speed Railway Track 
Based on Time-Series Analysis, 한국철도학회 학

술대회,  2012년 춘계, p. 1348-1353
[2] Sang-hyun Park, Bo-pil Seo, Il-sik Jeon, Kwang-sub 

Shim (2015) A Study for Improvement of 
Deterioration Prediction Alogorithm, 한국철도학

회 학술대회,  2015년 추계, p. 129
[3] Duk-Hee Nam, Bo-pil Seo, Kwang-Min Choi, 

Inseok Kang, Kwang-Sub Shim, Ki-Dong Kim 
(2016) A Study for Preventive Maintenance of Rail 
Deterioration, 한국철도학회 학술대회,  2016년 

추계

조건
(보수한계치)

LVL
(28mm)

LVR
(28mm)

ALL
(18mm)

ALR
(18mm)

실험 1(mm) 0.987 2.913 0.683 2.330

실험 2(mm) 0.916 0.665 1.176 0.463

실험 3(mm) 1.087 2.835 0.880 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