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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열차의 진로 변경을 위한 핵심 설비인 선로전환기는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한

탈선 사고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로전환기에 입력되는 전류 신호
를 기반으로 선로전환기의 적절한 교체시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먼저,
현장에서 발생한 선로전환기의 이상상황 관련 대규모 전류 데이터 셋을 수집 및 데이터 큐브를 구축
한다. 이후, 구축된 데이터 큐브에서 OLAP을 기반으로 선로전환기의 노후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
상상황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분석하여 선로전환기의 적절한 교체시점을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분류
된 전류 신호들을 SVM 모델로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전류 신호로부터 선로전환기의 교체시
기를 탐지한다. 실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선로전환기의 이상상황 정보가 포함된 전류 신호를 이용하여
제안된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1. 서 론1)

열차 사고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및 인명피해를 일으

킴에 따라 열차 운행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1-2]. 특

히, 열차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핵심 장치인 선로전환기의

결함은 열차의 탈선 및 충·추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철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 중 하나이

다[3]. 현재, 국내에서는 관리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선

로전환기의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ICT기술에 의한 선로전환기의 이상상황을 조기에 탐지하

고, 유지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선로전환기에 대해서만 선

택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수행하는 지능화 시스템이 요구

된다[4].

선로전환기의 결함 및 교체시기를 탐지하는 연구는 최

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Asada 등[5, 6]은

선로전환기로 유입되는 전기적 신호(전류와 전압)를 이용

하여 선로 전환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Lee 등[7]은 선로전환기의 전환 시 발생하는 소리

정보로부터 MFCC(Mel-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s)

소리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선로전환기의 이상상황을 탐지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Sa [4]등은 실제 운행 중인

†교신저자

선로전환기로부터 획득한 전류 신호를 이용하여 교체 전

과 후로 분류된 전류 신호에 대해 shapelet 알고리즘을 적

용함으로써 교체 전후 시점을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선로전환기의 이상상황 빈도수를 기준으

로 전류 신호를 분류하여 선로전환기의 교체시기를 탐지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로전환

기의 이상상황 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데이터 셋을 이용하

여 데이터 큐브를 구축하고,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에서 제공하는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선로전

환기의 전류 신호를 이용하여 선로전환기의 적절한 교체

시점을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전류 신호들을 SVM

모델로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전류 신호를 이용

하여 선로전환기의 교체시기를 판별하는 프로토타입 시스

템을 제안한다. 실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선로전환기의 이

상상황 정보가 포함된 전류 신호를 이용하여 제안된 시스

템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 기계학습 기반의 선로전환기 교체시기 탐지 시

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LAP분석을 이용한 기계학습

기반의 선로전환기 교체시기 탐지 시스템의 구조도는 그

림 1과 같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3개의 모듈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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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림 1) 기계학습 기반의 선로전환기 교체시기 탐지 시스템

2.1 Data Cleaning Module

RDW(Railway Data Warehouse)에 이상상황 정보가 포

함된 전류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 큐브를 구축하고,

OLAP에서 제공하는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선로전환기의

전류 신호를 분석한다.

2.2 Feature Selection Module

Data Cleaning Module로 부터 분류된 전류 신호를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PCA(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를 이용하

여 특징벡터 차원의 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최적의 특징

벡터를 선택한다.

2.3 Real-time Detection Module

학습과정에서는 Feature Selection Module에서 생성된

특징 벡터들을 이용하여 교체시기를 판별하는 SVM 모델

을 학습하고, 운영에서는 학습이 완료된 SVM 모델을 이

용하여 선로전환기로부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전류 신호

에 대해 선로전환기의 교체 여부를 판별한다. 만약 실시간

으로 유입되는 전류 신호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교체시기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3. 실험 데이터 획득 및 분류

3.1 실험 데이터 획득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국내 7개 역사에서 취득한 선로

전환기의 전류 신호를 이용하였다. Oracle 11g 11.2.0을 이

용하여 2013년 02월부터 2016년 01월까지 약 3년간의 누

적 데이터를 RDW로 구축하였다. 표 1은 RDW의 데이터

에 대한 기초 통계표이다. 선로전환기는 관리지침에 의하

면 20만 회 이상 전환되거나 10년 이상 운행하였을 때 교

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표 1의 기초 통계를

보면, 모두 10년 이상 사용하였으나 전환 횟수가 20만회

미만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표 1) 국내 7개 역사의 선로전환기 기초 통계표

역 선로전환기 개수 교체 전 전환횟수 교체 전 운행기간

A 15 1,284~33,272 12년

B 13 653~19,391 12~14년

C 17 12,875~107,927 12~14년

D 2 11,442~137,370 10~13년

E 7 5,778~391,141 12~16년

F 5 5,209~82,795 13~14년

G 8 436~108,600 14~17년

3.2 데이터 분류

Oracle AWM(Analytic Workspace Manager)을 이용하

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상상황 발생 수를 확인하는

OLAP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표 2와 같은 선로전환기의 교

체시점에 관한 분류 규칙을 정의하였다.

(표 2) 데이터 분류 규칙

규칙 교체가 필요한 데이터 교체가 필요 없는 데이터

1
1달에 3번 이상,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상상황이 없는 경우

2
2달 연속으로 2번 이상,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상상황은 있지만, 1달에 
1~2번 간헐적으로 발생한 경우

3
3달 연속으로 1번 이상,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림 2～4는 표 2의 규칙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데이터

로 분류된 예시, 그림 5～6은 교체가 필요 없는 데이터(아

직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분류한 예시를 보여준다. 가로

축은 월 단위로 구분된 시간 축이며, 세로축은 이상상황의

발생 수를 뜻한다. 그림 2～6에서 황록색으로 표시되어 이

상상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AS전압으로, 선로전

환기의 제어 전압 장애 중 하나이며 관리자가 설정한 임

계값에 의해 이상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이상상황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AS전압은 선로전환기의 노후 정도와 조

정·기계실과 현장의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임계값이 다르

기 때문에 유동적인 값을 가지며, 실제 선로전환기의 결함

이나 이상상황 발생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S전압의 이상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 2

의 규칙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교체가 이루어진 데이

터들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교체가 적절했던 데이터는 327개, 아직 운영이 가능한데

교체한 데이터는 825개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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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체가 적절한 데이터 – 규칙1

(그림 3) 교체가 적절한 데이터 – 규칙2

(그림 4) 교체가 적절한 데이터 – 규칙3

(그림 5) 조기 교체한 데이터 – 규칙1

(그림 6) 조기 교체한 데이터 – 규칙2

4. 실험 및 결과 분석

4.1 특징 추출 및 특징 선택

OLAP분석을 통해 분류된 전류 신호들에서 특징을 추

출하기 위해 Matlab 2015a를 이용하여 DWT를 수행하였

다. 변환 전의 전류 신호의 길이는 500～700까지 다양한

길이를 가졌으나, DWT를 통해 292차원의 길이를 갖는

특징 벡터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PCA를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함과 동시에 주요한 특징을 선택하였다. 그림 7에 명

시된 바와 같이, 292개의 특징 중 14개의 주성분이 선택되

었으며 95.20%의 차원감소 효과로 전체 성분의 97.013%

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PCA 결과

4.2 Real-time Replacement Detection

교체가 필요한 데이터 327개, 교체 시점이 아닌 데이터

825개의 전류 신호를 대상으로 R 3.2.3의 SVM 라이브러

리를 이용하여 실시간 교체 탐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

데이터 셋의 50%를 무작위로 선택한 데이터로부터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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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방법을 이용하여 SVM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정하

는 상수(trade-off constant) C값은 8.293으로, RBF(Radial

Basis Function) kernel의 계수 값인 gamma는 0.204로 학

습하였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데이터 셋

에 대하여 교체시기를 판별하는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성능측정을 위한 지표로는 교체 탐지율(RDR:

Replacement Detection Rate; 교체해야 할 데이터를 올바

르게 탐지한 비율), FPR(False Positive Rate: 교체가 필

요 없는 데이터가 교체가 필요한 데이터로 오 탐지된 비

율), FNR(False Negative Rate: 교체가 필요한 데이터가

교체가 필요 없는 데이터로 오 탐지된 비율)을 사용하였

다[9].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선로전환기의 RDR은

98.78%, FPR와 FNR은 각각 1.70%, 1.22%라는 안정적인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3) 선로전환기의 교체 탐지 실험 결과

RDR FPR FNR

98.78% 1.70% 1.22%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OLAP 분석을 이용하여 선로전환기의

전류 신호를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를 SVM을 이용하여

철도 선로전환기의 교체시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먼저, RDW에 저장되어있는

OLAP분석을 통해 전류 신호를 분류한 후, 분류된 전류

신호를 DWT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PCA를 이용하

여 최종적인 특징 벡터를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로전

환기의 교체시기 탐지 문제를 이진 분류 문제로 해석하여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모델인 SVM을 이용하여 교체시기

여부를 판별하였다. 실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선로전환기

의 이상상황 정보가 포함된 전류 신호를 이용하여 제안된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기반

으로 선로전환기의 교체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통계학적

예측 모델을 설계하는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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