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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operating railways in domestic, it is used to be Wheel flange lubricator system applied liquid spray type. 
Wheel flange lubricator are reduced the abrasion of wheel flange through spraying in accordance with operating 
on the curve or operating function of time base and/or distance base. this paper is written to introduce and   study 
the efficiency for the angular velocity sensing type of lubricant systems.

1. 서론

  철도 차량은 주행 중 필연적으로 차륜과 레일의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차량이 곡선에 진입하

게 되면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고 차륜의 플렌지부와 레일 간의 접촉이 발생하여 

차륜 및 레일의 마모가 발생하며, 마찰로 인해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 도유기는 이런 차륜 플렌지부 마

모와 마찰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 장치 위치에 따라 레일 도유기, 차량 도유기로 구분되며, 마찰

제의 사용재질에 따라 고체식 도유기, 액체식 도유기로 분류된다. 또 액체 분사식 도유기는 감지 방식

에 따라 횡압 감지식과 각속도 감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상기 두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감지 방식이며, 현재 운행 중인 국내 전동차에는 대부분 횡압 감지식 액체 도유기를 적용하여 운

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속도 감지식 액체 도유기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철도차량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감지 방식에 따른 작동 원리

(1) 횡압 감지식

1) 작동 원리

① 선로의 기울기와 원심력을 이용하여 곡선 신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아래 [그림1]과 같이 

2°(표준)로 기울어진 금속구가 주행 방향과 90° 방향의 판넬 벽에 수평으로 설치하여 중력 

및 원심력에 의해 기울기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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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횡압 감지식의 작동원리

② 곡선 감지 센서를 작동시키기 위한 힘과 상응하는 기울기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즉, 차량이 곡선구간에 진입하면 센서 하우징 내부에 있는 금속구에 횡압이 작용하고 중력 

이상의 횡압이 곡선주행가속도 a=0.35m/s2 이상으로 발생하면 금속구가 이동하여 근접센서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에 따른 신호를 컨트롤러에 보내어 도유기를 작동시킨다. 

2) 특징

① 직선구간 차량 흔들림에 의한 순간적인 횡압 발생은 신호가 발생되기 전에 걸러져 도유기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이는 금속구가 근접 센서의 위치까지 일정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 

근접 센서를 활성화시키기 전에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② 곡선 감지 센서는 원심력의 작동 방향에 따라 좌측 곡선인지 또는 우측 곡선인지를 감지하여 

별도의 시그널을 컨트롤러에 보내어, 커브에서의 Wheel과 레일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

다. 

(2) 각속도 감지식

1) 작동 원리

① 열차가 운행하는 속도와 곡선방향으로 윤활 곡선 선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극소 전자 기계장치)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여 단위

시간 동안에 각도가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② [그림2]와 같이 구동모드 방향으로 선형진동을 하는 관성질량체는 회전입력이 인가되면 뉴튼

의 제2법칙(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진동축과 회전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코리올리힘을 받

게 되고 이러한 물리현상을 이용하여 각속도를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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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곡선반경

v : 차량 속도

θ : 회전각도

ㅣ: 차량 운행거리

[그림 2] 각속도 감지식의 작동원리

③ 일반적으로 자이로스코프는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이 되고, 이 아날로그 신호를 A/D 컨버터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 전달된 값을 연산하여 회전 각도 변화량을 산출한다.

④ 산출 공식

2) 특징

① 속도와 관계없이 주행시 곡선을 인식하여 도유기 분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MEMS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주행방향각 감지방식은 각도의 변화만을 감지하여 작동한다.

  

3. 감지 방식에 따른 비교

[표1] 감지 방식에 따른 비교

항 목 횡압 감지식 각속도 감지식

호환성  커브 센서를 제외한 모든 장치에 대해 서로 호환 가능 

유지보수성  동일

저속(5km/h이상)
에서 분사 적정성

곡선이 아닌 레일이음매 부위에서 

약간의 기울기가 초래時 분사

운행속도에 무관하게 

각속도 감지時 분사

분사 정확성 곡선에서 일부 일정하지 않음 일정한 곡선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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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결과 검토 

(1) 분사 횟수 측정 시험 

현재 영업운행 중인 KTX(경부선LINE)의 도유기 장치 사양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시험을 위하여 

[그림3]과 같은 각속도 감지식 센서를 차량에 장착하여 분사 횟수를 측정하였다. 분사 횟수 측정

은 컨트롤러 박스 내 작동 램프의 ON/OFF 확인을 통하여 각 구간별 분사 횟수를 확인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표2] 액체 분사식 플렌지 도유기 사양

주요제원 내    용

형   식 액체 분사식 플렌지 도유기

펌프 토출량 0.25cc/cycle

펌프 공기압력 6㎏f/㎠

사용 그리스명 IGRALUB WFL 000

                       

         

컨트롤러

작동램프

커브센서

[그림3] 도유기 컨트롤러 박스 내부 사진

(2) 분사 횟수 측정 시험 결과  

  하기 [표3]은 경부선 KTX 25호에 각속도 감지 센서를 취부하여 하행선(서울~부산)에서의 구간

별 분사 횟수를 측정한 결과이며, 부산~구포 구간에서는 시스템 셋팅 작업 실시로 인하여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각속도 감지 기준(Lubrication On)만을 각각 

1.5°/sec와 1.25°/sec으로 설정하여 시험하였으며, 감지 기준 설정값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기준 설정값이 작을수록 분사 횟수 및 분사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유기의 경우 

분사 횟수 및 분사량은 휠 및 레일의 마모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적절한 분사가 필요하다. 그러므

로 향후 국내 철도 운영 환경에 맞도록 시험을 실시하여 각속도 감지 기준에 대한 최적의 기준값

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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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각속도 감지식 도유기에 대한 분사 횟수 측정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각속도 감지식 액체 도유기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철도차량에 적용을 위하여 현차 시

험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횡압 감지식과 각속도 감지식 도유기의 원리 및 특징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특성상 각속도 감지

식 도유기는 운행 속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각속도를 감지하여 분사되므로 일정한 분사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운행 중인 KTX 열차에 각속도 감지 센서를 취부하여 운행 구간 별/각속도 감지 기준 설정값 별  

분사 횟수 및 분사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감지 기준 설정값이 작을수록 분사 횟수 및 분사

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도유기의 분사 횟수 및 분사량은 휠 및 레일의 마모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현차 시험을 

통해 국내 철도 운영 환경에 맞는 최적의 각속도 감지 기준값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 계획

  국내 철도차량에 각속도 감지식 도유기의 적용을 위하여 현차 시험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내 철도 운영 환경에 맞는 최적의 각속도 감지 기준값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철도용품 공사규격서 KRCS B335 01, "그리스 분사식 차륜 플렌지 도유기".
2. 양방섭, “곡선감지형 차륜 후렌지 분사식 도유기의 마모 및 소음, 미소크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철도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7-10, 2006.
3. Marion, B. Stephen Thornton. 『고전 동역학』. 전일동 역. 홍릉과학출판사, 2002. 
4. 문희. 『고전역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