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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Seoul Metro operates four metro lines (Line 1 to 4)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averaging over 4 million passengers per days. The entire Seoul Metro fleet consists of over 1900

cars with Line 2, the heavily used line, operating 834 of the cars (not including new cars bulit in

2005). It was agreed by Seoul Metro, Rotem and Kelsan Technologies to demonstrate LCF flange

lubrication on Line 2. LCF brackets and applicators were to be equipped on the 54 new cars

manufactured by Rotem for Line 2 in 2005. The first two were set as test trains with LCF

application while the third abd fourth trains were set as controls where LCF sticks were not

installed into the applicators. Rotem assembled one train a month starting in June, 2005 and by

September 2005 all four trail trains were available. Baseline wheel measurements were taken by

Kelsan in late September of 2005 shortly after the assembly of the 4th train. The second and final

measurement was taken in mid January 2006 after sufficient distance was accumulated on the trains.

This document reports the wheel wear data taken by Kelsan for the period between September 2005

and January 2006.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서울 메트로는 서울 수도권의 중심 핵심 노선 호선 호선을 운영하며 하루평균 백만 명의 승객을1 -4 4

수송 하고 있다 전체 차량 수는 량이 넘으며 이중 호선만 년 신규차량을 제외하고도 량이. 1900 2 2005 780

운행 되고 있다 서울 메트로 운행 차량 중 년 로템사에서 제작된 호선 량에 대하여 서울 메트. , 2005 2 54

로 및 켈산 류브텍코리아 캘산 한국 에이전트사 와 로템사는 합의하에 차륜 후렌지 마모 저감을 위하여/ ( )

후렌지 윤활 씨스템을 선보이고 그 실제 효용성을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다 계획에 의하면 처음 제LCF .

작된 개 열차 편성에는 스틱을 충진하고 번째 열차 편성은 비교 대상 차량으로 어프리케이터2 LCF 3,4

는 장착하되 스틱은 시험기간 동안 충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로템사는 년 월부터 월까지LCF . 2005 6 9 4

개 차량 편성을 모두 제작 완료 하였으며 실제 운행 이전에 차륜의 프로파일 상태 측정이 년 월, 2005 6

로템사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켈산사에 의해 년 월에 재실시 되었다 동일 방법에 의한, 2005 9 .

차륜 프로파일의 번째 측정은 스틱을 장착한 열차가 충분이 운행거리를 주행한 년 월중에2 LCF 2006 1

측정키로 되었다 이 보고서는 월과 월에 걸쳐 측정한 자료를 근거로 도유 시스템 장착 전 후의. 9 1 LCF .

효용성을 실제로 살표보기 위하여 작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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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트로 호선 구성서울 메트로 호선 구성서울 메트로 호선 구성서울 메트로 호선 구성2. 22. 22. 22. 2

이 장에서는 서울 메트로의 호선의 구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호선은 일일 승객 수송2 . 2

량이 만 명이 넘는 서울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이다 이 노선은 강북의 중심지역과 강남의 도시 중심190 .

권을 연결하는 지하철이며 가장 바쁜 시간에는 운행시간 간격이 매 분으로 단축 된다 한편 한가한2. 5 .

시간에는 운행간격이 분 사이 이다 호선은 개의 주요 순환선과 개의 지선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5-6 . 2 2 2

외선은 시계반대방향으로 주행하고 내선은 시계방향으로 주행한다 이 노선은 또한 호선과 상호 연. 3,4

결될 뿐만 아니라 호선의 도시철도와도 연결되어 있다5,6,7,8 .

그림 서울메트로 호선 노선도1. 2

호선은 비교적 원만한 곡선이며 의 직선 레일로 되어있는 반면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2 61% 1 R200, 250

및 곡선도 존재한다 호선과 같은 원형 루프 형태의 노선에서는 차량 주행 동안 외측 선로를 주행300 . 2

하는 선두 차축의 차륜에서 상대적인 후렌지 마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륜의 균등한 마모 패

턴을 유지하기 위해 내 외측을 주행하는 차량 진행 방향을 주기적으로 교체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

에서는 선로의 연장 정거장 수 주행속도 및 열차 수와 연간 주행거리 를 보여준다 신2 (km), , (km/h), (km) .

규 차량의 차륜 프로파일은 답면 경사를 채택하고 있다 새 차륜 직경은 이며 가1:20 . 860 mm , 780 mm

한계 직경이다.

표 선로의 곡선 분포 및 주요 참고 자료1 & 2 :

주 순환선 성수 신설동- 신도림 까치산-

연장(km) 48.8 5.4 6.0

정거장 수 43 5 4

주행속도
(km/h)

33.6 40.5 32.7

차량 수 790 20 24

열차 수 79 5 4

연간주행거리
(km)

69.189 3,672 3,985



하드웨어와 구성하드웨어와 구성하드웨어와 구성하드웨어와 구성2. Kelsan2. Kelsan2. Kelsan2. Kelsan

도유기 공급업체인 켈산는 그림 와LCF 2

같이 전체 차륜의 도유기 설치를 고려하25%

여 량 개 편성에는 개 차축당 좌 우 개10 5 20 ( , 1

씩 의 도유기를 부착하고 차량 개 편성에는) , 4 1

개의 도유기를 부착하였다 도유기 취부용 브12 .

라켓트는 켈산사와 협의아래 로템사에서 설계

제작 되었다.

그림 량 편성 차량의 도유기 설치 배열도2. 10 LCF .

차륜 프로파일 측정차륜 프로파일 측정차륜 프로파일 측정차륜 프로파일 측정3.3.3.3.

시험 열차시험 열차시험 열차시험 열차3.13.13.13.1

처음 제작 되는 개 차량 편성을 시험 열차4

로 사용고자 처음 개 차량 편성에는 스, 2 LCF

틱을 부착하고 번째 차량 편성에는 도유기3, 4

장치를 설치 하되 시험 기간 동안 스틱을LCF

충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년 월을 시작으. 2005 6

로 월 평균한달에 개 차량 편성 완료되어 월1 9

중순 까지 개 차량 편성이 완성되어 시험에4

들어가게 되었다 표 에서는 도유기 효용. 3 LCF

성 모니터링을 위한 부착열차와 비교 대LCF

상 열차의 상세를 보여준다.

측정 기간 및 방법측정 기간 및 방법측정 기간 및 방법측정 기간 및 방법3.23.23.23.2

차륜 마모 상태를 측정하는데 요구되는 주행

거리는 대략 정도이며 최소 측정 거25,000km ,

리인 주행이 년 월경에 도달 하25,000km 2006 1

였다 표 에서 각 열차의 측정 날짜와 주행거. 4

리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 차량인 개 편성의 차륜 프로파일 측정 작업은 신정차량 기지에서 시행 되었으며 차륜 프로파일4 ,

측정 시 측정된 차륜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차륜마다 그림 과 같이 와 함께 좌 우측3 Serial No. .

구분을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 에 차축 번호와 함께 차륜 위치별로 알파벹. 9

를 사용하여 표기 인식을 병행하였다A-D .

시험 편성 열차번호 부착 여부LCF
201 2001 - 2901 부착
202 2002 - 2902 부착
203 2003 - 2903 없음
204 2004 - 2904 없음
표 부착 차량 편성과 비교 대상 열차3. LCF

표 차륜 프로파일 측정일과 주행거리4.



본시험에 사용된 차륜 프로파일 측정 기구는

그린우드 엔지니어링 회사 제품인 미니프로

그림 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오차는( 4) 0.01mm

이내이다 실제 측정한 차륜 프로파일 데이타는.

각 차륜 마다 처음 측정치와 나중 측정치를

겹처 놓아 마모 패턴을 비교 분석하게 된다. .

차륜의 후렌지 머리 부분과 차륜 답면 끝 경사

부위는 마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위기 때문

에 이 부분을 서로 잘 맞추어 놓으면 앞 뒤의

자료가 비교 분석 하기 쉬워진다 그림 의 측. 5

정 결과 비교 분석 예시 에서 처음 측정한 데이( )

타는 붉은색으로 그리고 일정 거리 주행 후 나,

중에 측정된 데이터는 청색으로 표시 되었다.

그림 그림 차륜 프로파일 비교 분석 예시4. Greenwood Miniprof 5. ( )(Train #1, Wheel 17R)

년 월 켈산 측정팀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 차량의 전 차륜을 차륜 당 각각 곳씩2005 9 3

을 측정하고 이곳에 페인트로 표시를 한 후 년 월 재 측정 시 이중 한 곳씩을 선택하여 다1,2,3, , 2006 1

시 측정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자료 분석 시 정확하게 각 차륜 측정 자료를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측정 위치 및 방법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비교 분석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차륜 후렌지 두께 마모 후렌지 높이 후렌지 경사면 마모 측정은. (Sd) , (Sh) , (qR) Miniprof

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측정 된다 그림 은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 및 그 한. 6 L1, L2 ,L3

계 기준을 보여준다.

그림 6. Wheel Wear Calculation(Sh,Sd,qR)

위에서 기술한 후렌지 마모 측정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나 한 가지 주지할 것은 이 방법은

답면 상의 한 점을 기준하여 후렌지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답면의 마모로 인하여 전후 측정치가 일정하

게 조율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비록 이방법이 매우 보수적인 방법 이기는 하나 육안으로 보기에 분.

명히 후렌지 마모가 감지되어도 측정치로 마이너스 마모가 나오는 모순이 있다 이리하여 다른 방법의.

그림 3. Wheel Measurement Convent



후렌지 마모 측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후렌지 머리 부분은 마모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이점을 기준

점으로 후렌지 두께를 측정 하는 방법이다 후렌지 폭 를 후렌지 머리에서의 거리 로 하여 그림. (W) (L) 7

과 같이 마모 변수와 기준을 보여준다.

그립 7. Flange Width Calculation(W)

육안 검사육안 검사육안 검사육안 검사4. (Visual Inspection)4. (Visual Inspection)4. (Visual Inspection)4. (Visual Inspection)

년 월에 조사 시 번째와 번째 편성에는 고체윤활제가 충진되어 있었으며 육안으로 보2005 9 , 1 2 LCF

기에 후렌지 둘레에 거친 마모 자국 없이 상태가 매우 양호 하였습니다 그러나 년 월에 재 측정시. 2006 1

동일 편성 차량의 상태는 지난 월에 본 것과 달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번째 차9 . 1

량에 장착된 개소의 도유기 중 전체 고체 막대가 제 때에 충전 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것20 LCF

이 발견 되었다 실제 시험 열차가 스틱 없이 주행하였는지와 이로 인해 마모 증가가 더 발생 했는. LCF

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 시험 대상인 편성 차량의 주행거리와 스틱 보충 정보를 그림 과 같이1,2 LCF 8

산출해 본 결과 실제로 처음 시험이 시작된 후 차량의 운행 빈도가 점점 많아졌으며 비교적 정확히 도,

유기 스틱 충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에서 년 월 일 번째 시험 차량에 스틱. 2005 12 5 2 LCF

개를 보충되었으며 도유기 개의 어프리케이터 당 스틱이 개 들어가는 점을 감안 편성 개의 도유57 , 1 3 (1 20

기에 소요되는 스틱은 총 개 할 때 설치된 거의 모든 어프리케이터에 스틱이 제 때에 충진 된 것으로60 )

추정되어 진다.

그림 8. Train #1 & #2 ,Travel Distance and Stick Refill Information

시험 호 차량에 충진된 스틱 자료를 근거로 스틱 소모율을 산출하여 보면 이 된다 만약2 LCF 38km/g .

시험 호차의 충전이 년 월 일 자로 완전 충진 되었다고 가정하면 호차 소모율을 적용할1 LCF 2005 11 17 2

때 스틱이 소모되는데 의 주행 거리가 나온다 시험 호차가 년 월 일부터 년, 16,200km . 1 2005 11 17 2006 1

월 일까지 를 주행하였기 때문에 최소 호차가 스틱이 없이 주행한 거리가 가19 18,600 km 1 LCF 2,400km

된다 이는 시험 기간 동 안 주행한 총 거리의 에 해당 한다 시험 호차 역시 년 월 일 개. 8% . 2 2005 12 5 57

의 스틱을 주입한 자료로 보아 이는 이 열차도 거의 스틱 이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주입 직전

까지 운행 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년 월에 측정 차 방문 하였을때 시험. 2006 1

열차 호차 호차의 후렌지 상태가 년 월과 달리 조악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1 , 2 2005 9 .

호 호 열차는 비교 열차로 스틱을 충진하지 않고 주행한 열차로 후렌지 상태가 아주 거칠게 보3 , 4 LCF



였다 호 열차의 와 차륜 호 열차의 차륜의 후렌지 마모 상태가 매우 조악한 상태였으며 마모. 3 A B , 4 A ,

유형이 내선과 외선 순환으로 일정하였다 년 월 측정 시 호 열차의 모든 차륜. 2005 12 , 3 A

은 외선 순환으로 인한 아주 넓고 심한 마모 자국을 후렌지에 나타내고 있고 호 열(1R,3R,5R---39R) . 4

차 역시 년 월 검사에서 후렌지 마모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다 호 열차의 차륜도 년 월2006 1 . 3 B 2006 1

검사 때 거칠게 나타났으며 이는 내선 순환으로 일어난 마모로 이해된다 참고로 그림 에서 에서. 9 12

년 월2005 12 촬영 한 호 열차의 차륜 보기 번 의 상태를 게재한다3 A-D( 2 ) .

그림 그림9. Train #3, Wheel 7R-"A"Wheel 10. Train #3, Wheel 4R-"B"Wheel

그림 그림11. Train #3, Wheel 78L-"C"Wheel 12. Train #3, Wheel 77L-"D"Wheel

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5555

차륜 후렌지 마모차륜 후렌지 마모차륜 후렌지 마모차륜 후렌지 마모5.15.15.15.1

차륜 후렌지 마모 및 계산에 년 월과 년 월 켈산 엔지니어에 의해 측정(Sd, qR, Sh W) 2005 9 2006 1

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평균 마모율은 두 측정 자료의 차이의 합을 주행 거리로 나눈 방법으로 산정 하.

였으며 시험 열차 공히 똑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후렌지 마모 평가에 와 치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Sd W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는 매우 보수적인 계산 방법이며 가 좀더 실제 후렌지 실제 마모에 가깝다Sd , W

할수 있겠다 하여 앞으로 특별히 거론 하지 않는한 후렌지 마모 계산에 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림. W .

에서 를 충진한 시험 호차 와 를 충전치 않은 비교 대상 차량 호차 의 마모율13 LCF 1,2 LCF 3, 4 (Control)

이 표시되어 있다 치 계산으로 를 사용한 열차의 후렌지 평균 마모율 감소는 에서. W LCF 0.066

로 감소하여 절감을 보여준다 치수를 감안하면 에서 로0.034mm/1000km 50% . Sd 0.063 0.029mm/1000km

약 절감을 보여준다 모든 씨스템에서 후렌지 마모 감소는 후렌지 기울기 감소로 나타나며53 % . qR .



실제 에서0.050 로 약0.024mm/1000km 51%

감소로 나타났다 한편 답면 마모에 있어서는.

차량이나 비교차량 모두 마모율이 낮게 나LCF

타났으며 이는 사용이 답면 마모에 상관LCF

없음을 보여준다 후렌지 마모와 기울기 마모율.

저감은 시험 기간 동안 일정한 패턴을 보여 주

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중간 점검 시 측정된 비교 차량 과 시(Control)

험 편성 차량 의 후렌지 마모율은 각각(1,2 )

와 로 확인 되었다 여기0.129 0.067mm/1000km .

서 주목할 것은 중간 점검 시 측정된 Control

차량과 편성 차량의 후렌지 마모율을 현재1,2

후렌지 마모율 수치 즉( , 0.066(Control),

편성 차량 와 비교해 볼0.034mm/1000km(1,2 ))

때 시험 차량이나 비교차량 공히 후렌지LCF

마모율 자체가 중간 점검 시 보다 많이 감소했

다는 점이다 이는 궤도쪽 윤활 방식이 많이 보.

안된 결과로도 볼 수 있거나 열차가 그동안 커

브에서 많이 적응한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왜.

냐하면 호선은 순환 궤도로써 이하의2 R300m

급커브 곡선이 많아 시험 차량의 마모율 는 동일 조건의 타 차량과 비교되나 아직도 상0.066mm/1000km

당히 높은 마모율 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그림 에서는 서울 메트로 호선의 차륜 후렌지 마모율 및. 14 2

도유기 설치 시의 저감율을 보여주고 이를 다른 시스템 차량과의 비교해 본다LCF , .

서울 메트로 호선의 경우 를 사용하여 거의 마모율이 감소율을 가져 왔지만 타 시스템과 비교2 LCF 50%

시 마모율 자체는 여전히 높으며 전체 열차 중 열차에만 를 적용한 것임을 감안하여 전 차량에, 80 2 LCF

확대 적용시에는 더 만족할만한 결과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다 이는 피막이 차륜과 레일 커브에. LCF

고루 분포 착상 될 때 최적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5.2 (Train #1, LCF)5.2 (Train #1, LCF)5.2 (Train #1, LCF)5.2 (Train #1, LCF)

서울 메트로 호선은 순환선으로 열차의 후렌지 마모 모형이 일정하리라 예측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2 ,

시험 호차에서 나타난 마모 패턴을 알아본다 호차에선 차륜 와 가 와 에 비하여 마모율이 높1 . 1 B A C D

게 나타났다 가 차륜보다 마모가 심하며 와 는 비슷한 마모 유형에 마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B A C D . 1

호차가 측정 전까지 내 순환선을 그림 에서 표시한 방향으로 주행한 것으로 보여진다15 .

그림 15. Train #1(LCF), Highest Wear on "B" Wheels

차륜의 마모율은 로 실로 평균 차륜 마모율 의 거의 두배에 가까운B 0.061mm/1000km 0.035mm/1000km

그림 14. Comparison of Flange Wear

그림 13. Overall Wear Rates



마모율 이다 차륜의 마모율은 로 이 역시 평균 차륜 마모율보다 높다 허나 와. A 0.048mm/1000km . D C

는 각각 를 나타내고 있다0.017mm/1000km, 0.013mm/1000km .

그림 에서는 각 축에 대한 개별 차륜 마모율16

을 표시 하고 있다 시험 호차에서 열차가 내. 1

선을 주행할 때 생기는 마모 패턴으로 보아 차

륜 가 외부 레일의 견인축이 된 것이 분명하B

다 안쪽 피 견인축인 가 가장 낮은 마모율을. C

보이고 있다 그림 에서 대표적 대차의 차륜. 17

마모 모형을 보여 준다 적색이 월에 측; 2005 9

정 한 것 청색이 년 월에 측정 하였다, 2006 1 .

주의할 점은 좌측 차륜의 마모는 로템사 창원

공장 시험 중 마모된 것 들이다.

그림 17. Train #1(LCF), Bogie #9, Typical Wheel Profiles

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5.3 (Train #3, No LCF)5.3 (Train #3, No LCF)5.3 (Train #3, No LCF)5.3 (Train #3, No LCF)

호차는 최종 측정 직전 외부 순환선을 주행하였으나 차륜 마모 자료를 보면 차륜이 가장 심한 마모3 B

율 로 나타났다 이열차가 시험 기간 중 내선을 주행하여 차륜에 심한 마모가 발생한0.0126mm/1000km . B

것으로 보인다 그림 은 이열차가 주행하는 방향으로 보아 내외 순환 주행에서 발생시킨 마모 모형으. 18

로 주의 할 점은 열차의 맨 끝 차축이 방향에 따라 견인축이 된다는 점이다.

Figure 18: Train #3(No LCF), Highest Wear on "B" Wheels

그림 16. Train #1(LCF), Wear on "B" Wheels



그림 에서는 각 축 번호 대 개별 차륜의 마28

모율 표시도 이다 의 보호 없이 주행한 이. LCF

열차의 차륜은 아주 심각한 마모율을 보였으B

며 평균 주행동안 의 마모를, 27,115km 3.4mm

보였으며 어떤 차륜은 무려 의 마모가, 4.5mm

측정되었다 와 쪽 차륜도 높은 마모율을 보. A D

였으며 각각 을, 0.061mm, 0.057mm/1000km

나타낸다 반면 차륜은 의 마. C 0.025mm/1000km

모율을 나타냈다 그림 에서는 호차 특정. 29 3

대차 의 마모율을 보여주며 차륜 의 후렌, B 18R

지 마모율은 매우 심각함..

그림 20. Train #3(No LCF), Highest Wear on "B"Wheels

그림 에서 또한 보여주는 것은 우측 차륜이 좌측 차륜에 비하여 현저하게 마모가 있으며 이는 그림20

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이 주행 방향에 따라 일어난 것 같다 좌측 차륜의 마모를 최적화하기 위하여서18 .

는 이 열차의 축을 견인 축으로 내 순환선 주행을 축을 견인 축으로 외 순환선을 주행하듯 운행토#1 #40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차륜 마모 유형별 분석5.4 (Train #4, No LCF)5.4 (Train #4, No LCF)5.4 (Train #4, No LCF)5.4 (Train #4, No LCF)

호차 차륜 마모 패턴은 그림 에서 보여주듯 외 순환선 주행에서 일정하게 나타났다 차륜이 외선4 30 . A

순환의 견인 차륜이 되어 마모율이 현저하게 높다.

그림 19. Train #3(No LCF), Wear on "B" Wheels



그림 21. Train #4(No LCF), Highest Wear on "A" Wheels

그림 는 차축 번호 대 개별 차륜 마모율을22

나타낸다 그림 는 호차 특정 대차의 마모. 23 4

모형을 보여 준다 호 열차에서 본 바와 같이. 3

보호없이 주행한 호차 에서도 차륜의LCF 4 A

마모가 극심하다 평균 마모율. 0.125mm/1000

로 평균 차륜 마모율 의 두km 0.065mm/100km

배다.

그림 23. Train #4(No LCF), Bogie #9,Typical Wheel Profiles

주행에 차륜이 무려 평균 마모가 되었으며 어떤 차륜은 의 마모가 감지되었다37,453km A 4.7mm 6.0mm .

와 차륜도 마모율이 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차륜은 마모율이B C 0.050mm, 0.053mm/1000km . D

로 측정되었다 호선과 같이 루프형 궤도에서는 차륜 마모 관리를 까지 각각 점0.031mm/1000km . 2 A-D

검 하는 것 이 평균 차륜 마모율에만 의지하는 것에 비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고측 레일의 견인축이.

되는 차륜이 언제나 마모가 심하고 차륜 삭정과 차륜 교체의 대상이 된다 그림 에서 호 호차의. 24, 25 3 4

각종 차륜의 유형별 마모율을 보여준다.

그림22. Train #4(No LCF), Wear on "A" Wheels



그림 차륜 유형별 마모율 그림 차륜 유형별 마모율24. Train #3(No LCF)- 25. Train #4(No LCF)-

그림 시험차량 와 그림 를 비교하여 보면 장착 차륜의 마모율이 비 장착16 (LCF ) 19, 22(Control) LCF

차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고측레일의 견인 차륜에서 현저하다 평균 마모율과.

비슷하게 견인 축에서의 마모율이 감소하였다55% .

5.5 Direct vs Indirect LCF Application5.5 Direct vs Indirect LCF Application5.5 Direct vs Indirect LCF Application5.5 Direct vs Indirect LCF Application

차륜 후렌지 마모 저감을 위하여 LCF

시스템을 부착한 차륜과 부착하지 않고 간

접적으로 영향 받는 차륜 사이의 마모율

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예를들어 그림. 2

에서 보여주듯 를 부착한 차륜은LCF 4R,

과 이며 간접77L, 5R, 76L, 9R, 12R 69L

적으로 묻어지는 차륜은 1R, 80L, 2R,

이다 시험열차가79L, 3R, 78L, 6R, 75L .

루프 궤

도상을 운행함으로 정확힌 분석을 위해서

차륜의 패턴을 로 각각 구분하 축의 위치에 따라 차륜을 별도로 분리 하여 보았다 앞에서 이미A-D .

언급 한 바 와같이 시험차량이 내 순환궤도에서 번을 견인 축 으로 운행된 것을 살펴 보았다 축LCF 40 .

축에 있는 차륜들은 를 부착한 차륜 앞에 있는 차륜들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륜38, 39, 40 LCF LCF

들이다 따라서 견인 축에 있는 번 차륜은 극심한 마모가 예상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들 차. 40, 38 .

륜을 비보호 차륜으로 따로 분리하였다 그림 에서 문제의 차륜들을 보여준다26 .

그림 에서는 시험 열차 호 호차의27, 28 1 , 2

부착 차륜 대 부착하지 않은 차륜의LCF

마모율을 각각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고측.

레일 쪽 견인 차륜 가 다른 것에 비해 마B

모율이 높다 호차의 경우 차륜의 마모. 1 A

율이 차륜의 마모율과 근접하며 상당동안B

외 순환선을 주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LCF

부착 차륜의 마모율과 간접 영향권 안의 차

륜 마모율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있다 이.

는 차륜과 차륜들 사이에 레일 곡선을 통한

전이가 잘 되고 있는 증거 이다LCF .

비보호 차륜 와 의 평균 마모율은 축(B D) 40

그림 26. Unprotected Wheels on Test

Trains #1 and #2(LCF)

그림 27. Train #1(LCF)-

Direct vs Indirect LCF Application



과 번에서 다른 차륜에비해 상당히 높은30

데 이는 호차 호차 공히 한동안 외측 순, 1 2

환선을 주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호 열차의. 2

차륜도 보호영향 내에 있으며 차륜의B LCF

마모율이 비보호 차륜의 마모율에 비해

나 감소되었다 특히나 보호권 차륜57% . ,

중 차륜은 가 감소되었다 이들 후D 60% .

렌지 마모감소율은 호차에서 평균 로2 50 %

시험차 와 비교 대상차 사이의LCF (Control)

마모율 차와도 거의 일치한다 비보호 차륜.

와 는 가 한 포인트 밖에 없어 그림A C data

과 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들 차륜은27 28

다른 차륜과 마모율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이는 이끌려 가는 차륜으로 후렌지 접촉이

크지 않은 관계이다.

스틱 소모스틱 소모스틱 소모스틱 소모6. LCF6. LCF6. LCF6. LCF

항에서 논의 한바와 같이 스틱 소모량이 은 시험 호 열차의 재 충진 기록과 주행거리를4 LCF 38km/g 2

근거로 계산된 것이다 이 스틱 소모량 수치는 평균 타 전철에 비해 약간 높기는 하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지하철 호선은 곡선 부위가 많아 높은 스틱 마모율이 타 지하철 국제적 보. 2 ( )

다 높게 예상되었으나 이 정도의 스틱 마모량 이라면 호선 전체가 를 부착한 열차로 바뀔 경우2 LCF

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림 에서 현재 서울 메트로 호선 시험 차량에서의 스틱 소모율과 타40-45km/g . 28 2

국 전동차에서의 것을 비교 하였다 현 마모율로 스틱 한 개가 를 주행 할 것으로 예상되어. LCF 5,300km

개의 어프리케이터에 개의 스틱을 충진할 경우 를 주행하게 된다1 3 16,000km .

그림 서울 메트로 및 타노선의 스틱 소모량 비교28.

결 론결 론결 론결 론7.7.7.7.

비록 시험기간 중 스틱 충진 없이 한동안 열차가 운행되었지만 호차 호차의 차륜1) LCF 2001 ,2002

후렌지 마모율 이 비교 대상 차량 호 호 차량 에 비하여 감소되었다(W) (Contril, 2003 , 2004 ) 49% .

를 충진하지 않은 비교 대상 차량인 호차 차륜 의 후렌지 마모율과 호의 차륜2) LCF 2003 B 2004 A

그림 27. Train #2(LCF)-

Direct vs Indirect LCF Application



의 후렌지 마모율은 각각 와 로 매우 높은 수치이며 특히 고측 레일쪽0.126mm/1000km 0.125mm/1000km ,

견인 차륜들의 마모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를 충진한 열차의 경우 후렌지 마모율이 비교차량 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만 여전히3) LCF , (Control)

아직도 궤도에 피막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다 부착 차량의 견인축 축의 후렌지 마LCF . LCF 38 ,40

모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는 열차 운행 중 겨우 열차에만 를 부착한 상태. 80 2 LCF

에서의 측정 결과에 기인한 것이며 부착열차 수 증가 시에 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LCF .

시험 호차와 호차에 있어서 를 직접 부착한 차륜과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차륜의 후렌지 마4) 1 2 LCF

모율이 비슷한 것은 차륜과 차륜사이의 전달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증거이다LCF .



부록 차륜 마모 자료 상세부록 차륜 마모 자료 상세부록 차륜 마모 자료 상세부록 차륜 마모 자료 상세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