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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열차의 방향을 기존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변환 장치인 선로전환기의 고장은 열

차의 탈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열차운행 안전 측면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수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로전환기의 구동 시 발생하는 소리 정보를 이용하여 선로전환기의 이상상
황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제안한 시스템은 소리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소리 신
호에 sFFT를 적용하여 스펙트로그램을 취득한다.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잡음의 영향에도 강인한 성
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스펙트로그램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 후 모듈화 한다. 각각의 모듈에
서 평균값과 분산을 계산 및 조합하여 특징 벡터로 생성 후 이진 분류에 뛰어난 성능이 확인된
SVM(Support Vector Machine)에 적용하여 이상 상황을 탐지한다. 실제 선로 전환기 전환 시 발생하
는 소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효과적으로 이상상황을 탐지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열차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철로의 설비 및 시스

템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상황에 대한 빠른

탐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철로에 설치한 선로전환

기(그림 1 참조)의 이상상황은 열차의 탈선을 불러 일으켜

심각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설비이다. 따라서 선로전

환기와 관련된 고장 등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조기 탐지

및 관리는 필수적이다.

최근 이와 같은 이상상황을 빠르게 탐지 또는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1-3]. Vileiniskis 등

[2]은 선로전환기를 구동시키는 모터에 입력되는 전류

(current)값의 변화를 이용하여, 미리 설정해 둔 정상 상황

의 전류 값(임계값: threshold)을 초과하게 되면 비정상 상

황으로 탐지하였으며, Asada 등[2]은 선로전환기로 유입

되는 전류와 전압(voltage)을 이용하여 선로 전환기의 상

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Kim [3]등은

정상시의 전류 값과 이상상황 시의 전류 정보를 dynamic

time warping 방법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를 기반

으로 이상상황을 탐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선로전환기의 모

터를 동작시키기 위해 입력되는 전기의 전류·전압 변화를

기반으로 선로전환기의 이상상황을 탐지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소리를 이용한 연구는

Lee[4] 등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기존의 전류·전

압 뿐 만이 아니라 소리를 이용한 이상상황 탐지가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실제 선로 전환

기가 설치되었을 때 주변에서 발생하는 잡음 등의 영향력

은 고려하지 않은 소리기반의 선로전환기 이상탐지 연구

였다.

(그림 1) NS-AM type railway point machine

본 논문에서는 잡음의 영향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

하기 위하여, 잡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모듈레이션

(modulation)[5] 방법론을 이용하여, 잡음의 영향에도 강인

한 선로전환기 비정상상황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제안한 시스템은 소리 센서(마이크로폰)에서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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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되는 소리 정보로부터 sFFT(short-time Fast Fourier

Transform)를 수행한 후 제곱을 취하여 PSD(Power

Spectral Density)값으로 변환된 스펙트로그램을 얻는다.

둘째, 스펙트로그램 크기 정보를 재조정 및 z-score 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PSD값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한다. 셋째,

전처리가 수행된 스펙트로그램을 일정 크기의 모듈로 나

눈 후, 각각의 모듈에서 평균값과 분산을 계산하고 이를

조합하여 특징 벡터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이진 분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에

적용하여 잡음 환경에도 강인한 이상상황 탐지 성능을 보

임을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리 기반의 선로전환기 이상상

황탐지 시스템은 설치 가격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선로

전환기의 전기적 신호를 기반으로 한 비정상 상황 탐지

시스템의 부가적인 모듈 또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선로전환기의 전환 시 발생하는 소리에 잡음 정보를

추가로 합성한 후, 제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에 적용하였

다. 그 결과 본 시스템의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

다.

2. 선로전환기 이상상황 탐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잡음에도 강인한 선로전환기 이

상상황 탐지 시스템 구조는 다음 그림 2와 같으며, 크게 3

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1) 센서로부터 소리를 취득하는 단

계, 2) 취득한 소리 데이터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단

계, 3) 선로전환기의 이상상황을 탐지하기 위하여 미리 훈

련된 SVM에 적용하는 단계.

(그림 2) 선로전환기 이상상황 탐지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탐지하고자 하는 선로전환기의 이상상황은

Asada 등[2]이 정리한 선로전환기 고장들 중 다음 3가지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 및 사용하였다 (그림 1 참조): 1)

Stock rail과 Switch blade 사이에 자갈(ballast)이 들어간

경우, 2) Stock rail과 Switch blade 사이에 얼음 조각이

들어간 경우, 3) Drive rod의 나사(nut)가 풀린 경우.

특징 벡터 추출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그

림 3 참조), 먼저 소리에서 sFFT를 이용하여 각 시간 프

레임에 따른 주파수 에너지 정보인 스펙트로그램을 얻은

후, 해당 값에 대하여 제곱 연산을 수행하여 PSD값을 취

한다. 소리 길이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스펙트로그램 차원

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지 또는 행렬로 표현된

PSD에 대한 크기를 재조정(resize) 한 후, z-score 표준화

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잡음에 강인한 특징을 생성하기

위하여 모듈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특징벡터를 생성한다.

(그림 3) 소리 특징 추출 단계

2.1. 모듈레이션 기법

소리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주변 잡음 등으로 인하여,

탐지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Sharan과 Moir [5]는 모듈레이션 기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법은 스펙트로그램의 정보를 일정한 모듈(module)

또는 블록(block)으로 분할한 후 해당 모듈들에서 각각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한다. 그리고 해당 모듈들의 평균()과

분산()들을 조합하여 특징 벡터로 생성하는 기법이다(그

림 4 참조).

(그림 4) 모듈레이션

3.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선로전환기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리센서(SHURE SM137)를 선로 전환기의 전면에 위치

시킨 후 선로전환기가 전환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소리를

수집하였다. 실제, 2016년 1월 1일 하루 동안 대전 유성구

의 ㈜세화에 위치한 선로전환기(NS-AM 형)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 셋을 취득하였다. 또한, 잡음 상황에

ISSN 2287-4348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 한국전자거래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19  page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도 강인한 탐지 실험을 위하여 취득한 데이터에 가우시안

잡음(Gaussian noise)을 Matlab을 이용하여 SNR(Signal

to Noise Ration) 10 비율로 합성하였다.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소리의 시그널 및 스펙트로그램

을 확인한 후 수동으로 편집하였으며, 각각의 소리 데이터

는 약 4.5∼5.5초로 구성되었다. 정상적인 데이터 150개,

비정상 데이터 430개{나사가 풀어진 경우: 150, 자갈이 있

는 경우: 140, 얼음 조각이 있는 경우: 140}, 총 580개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성능측정을 위한 지표

로는 비정상 상황 탐지율(ADR: Anomaly Detection Rate;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올바르게 탐지한 비율), FPR(False

Positive Rate: 정상 동작이 비정상 동작으로 오탐지된 비

율), FNR(False Negative Rate: 비정상 동작이 정상 동작

으로 오탐지된 비율)을 사용하였다.

3.1. 특징 생성

취득한 선로전환기의 전환 시 발생한 소리에서 Matalb

을 이용하여 스펙트로그램을 추출 후 제곱 연산을 수행하

였다. 해당 PSD의 size는 소리 길이에 따라서 ×

부터 ×의 크기를 갖게 되므로, 이를 × 크

기로 재조정하였다. 재조정된 PSD에 대하여 z-score 표준

화를 수행한 후 모듈화를 수행하였다. 이 때 모듈의 크기

는 ×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 크기의 모듈 행

렬로 표현 되었다. 각각의 모듈에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

게 되면, 최종 특징 벡터의 차원은 ××을 계산한

4,050이 된다.

3.2. SVM을 이용한 비정상 상황 탐지 결과

선로전환기의 비정상 상황 탐지를 위한 학습 및 테스트

는 Weka 3.6.9에서 제공하는 SVM 도구인 SMO를 이용

하였다. 테스트 옵션은 10-fold cross validation, 커널 함

수는 RBF(Radial Basis Function) Kernel을 사용하였다.

gamma값은 0.01, SVM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정하는 상수

(trade-off constant) C값은 2.3로 설정하였다. 해당 실험

결과 선로전환기의 비정상 상황 탐지율(ADR)은 98.8%,

FPR과 FNR은 각각 7.3%, 1.2%라는 안정적인 결과를 기

록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선로전환기의 선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잡음 환경에서도 강인한 선로전환기 이상상황 탐

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먼저 실시간으

로 유입되는 소리 데이터로부터 sFFT 이용하여 스펙트로

그램을 취득한 후 해당 값에 제곱 연산, 크기 수정,

z-score 표준화 기법 및 잡음환경에 강인한 특징 생성을

위하여 모듈레이션 기법을 취하여 특징 벡터를 생성하였

다. 생성된 소리 특징 벡터는 이진 클래스 분류기의 대표

적인 모델인 SVM에 적용하여, 잡음 상황에도 선로전환기

의 이상상황을 효과적으로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실제 소리 정보는 대전시 유성구의 ㈜세화에 위치한

NS-AM 형의 선로전환기에서 2016년 1월 1일 소리 데이

터 셋을 취득하였다. 실제 선로전환기에서 수집한 소리 정

보 데이터를 잡음과 합성하여 데이터 셋을 생성 후, 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잡음 환경에도 강인한 선

로전환기 이상상황 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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