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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압을 받는 철도 차량 전복 안전에 관한 이론 해석

Theoretical Analysis on Turnover Safety of Train Affected by Wi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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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Won Nam

ABSTRACT

  Rolling stocks are often subjected to the effects of natural cross wind or train wind pressure due to the 
crossing train. These wind pressure cause the falling-off in running stability and turnover problem. It is 
sometimes reported that trains are blown over by a gust of wind in overseas. So, many countries enact 
regulations to secure the safety for wind spe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ulation for turnover safety of train which was enact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that based on the multi-body model. In case of multi-body model, it is assumed that the degrees of 
freedom for carbody and bogie are assigned an independent values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latter approach based on multi-body model can access the safety of turnover and replace the computational 
method which is accessing with lateral force, derailment coefficient and decrement of wheel load.

국문 요약

  

  철도 차량은 자연 횡풍 뿐만 아니라 두 열차의 교행으로 인한 교행 풍압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풍압에 의하여 철도 차량의 주행 안전성이 저해될 뿐만아니라 전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해외에서는 순간적인 돌풍에 의하여 철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풍속에 대한 차량 운전 규제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의 철도 차량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차

량 전복 안전 기준에서의 전복 한계 기준과 차체-대차 다물체 모델로 가정하여 전복 한계에 대한 식을 

유도하였으며, 두 해석 기준을 비교하였다. 후자에서는 대차 및 차체를 별도의 자유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중심, 중량 및 횡가속도를 변수로 추가 고려하였다. 향후에는 시험값과의 비교를 통하

여 두 해석법간의 차이를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물체 해석법은 선로 중심 간격 설정시, 차량 중

행 안전성 검토에 사용되어 온 전산 해석의 해석 기준인 탈선 계수, 횡압 및 윤중 감소율을 전복 안전

율로 대체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서론
  철도 차량은 자연 횡풍 뿐만아니라 두 열차의 교행으로 인한 교행 열차 풍압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풍압에 의하여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이 저해될 뿐만아니라 열차 전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돌풍이나 태풍에 의하여 철도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1에 일본 및 유럽에서 발생한 강풍관련 철도 주요 사고 사례들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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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 가 장 소 차량 피해 특이 사항

1899 일본 Yazaka 18량중 8량 전복 객화차 혼용 편성

1903 영국 Morecombe 객차 전복 30m/s 경보 장치

1925 아일랜드 Owencarrow 차량 일부 전복 교량간 성토 구간

1934 일본 Ishiyama 11량중 9량 전복 10 km/h로 교량 주행

1986 일본 Yobe 객차 7량 전복 55 km/h로 교량 주행

1990 스위스 Oberalpsee 열차 전체 전복 8m 성토구간에 정지상태

1994 일본 Nemuro 7량중 3량 전복 50 km/h로 주행

1997 벨기에 Oostkerke 2량 전복 116 km/h로 곡선 주행

2003 이태리 Sarno 17량중 10량 전복 6량 공차

2005 일본 Uetu 열차 전체 전복 교량과 성토 접속 구간 주행

2006 일본 Nobeoka 5량중 2량 전복 25 km/h로 역구내 주행

표 1.  일본/유럽에서의 횡풍에 의한 주요 전복 사고[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횡풍에 의한 열차 전복 사고는 해양 뿐만아니라 내륙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

으며, 차량속도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선로 조건의 경우, 절개지 이외의 교량 및 성토 구간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로 좌우의 절개지가 일종의 방풍벽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차량이 주행중 받는 자연 횡풍과 교행 열차풍에 의하여 전복 안전성의 정량적 크

기를 검토하였다. 열차 모델로서 차량을 단일 물체로 고려한 강체 모델과, 차체 및 대차를 각각 분리하

여 고려한 다물체 모델식을 이용하여 비교 하였다.

2. 차량 모델에 대한 전복 이론식
  철도 차량이 선로상을 주행중에 외력을 받아 전복되는 이론 해석 계산식은 Fig.1로부터 유도할 수 있

다. 즉, 편심과 이상 진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차체에 작용하는 힘은 곡선 통과시의 원심력에 의한 

힘, 차량 중량에 의한 중력, 횡풍 및 교행 열차풍에 의한 풍압으로 구성된다. 차체에 작용하는 힘의 역

학 관계로부터 다음식을 유도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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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기서, 는 합력이 이루는 각도, 는 캔트각, 는 차체 측면적, 는 작용점 거리, 는 캔트, 는 차체 

중심높이, 는 중력가속도, 는 궤간, 은 열차 무게, 는 풍압, 은 곡선 반경, 는 차량 속도를 각

각 나타낸다.

위의 식(1)~(3)로부터 다음식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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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igid Body Model

       

Fig. 2.  Multi Body Model

  한편, 횡풍에 대한 차량의 전복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unieda[3]는 철도 차량을 Fig.2와 같이 

대차와 차체로 분리한 다물체 모델에 대한 식을 유도하였다.

  Fig.2와 같은 상태에서, 종방향과 횡방향 외력의 합력의 작용선이, 외측 궤도보다 바깥을 통과하면 차

량은 외측으로 전복된다. 외력이 힘뿐만이 아니라, 모멘트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작용력을 합성하여 합

력을 구하고, 이것을 모멘트에 상당하는 양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합력이 

외궤측의 차륜과 레일의 접촉점을 통과할 때, 이 점 주위의 모멘트의 균형을 생각하면, 반대측 차륜이 

레일에 미치는 윤중은 0이 되어야 하며, 이 상태가 외궤측으로의 전복 한도가 된다. 차량 전복에 대한 

위험률을 D라고 하면, 위의 한도 상태에서는 D=1로 하며, 모멘트도 고려한 모든 외력의 합력이 궤간의 

중앙을 통과할 때 D=0이다. D=0에서는 좌우의 윤중은 같고, D=1에서는 내측 궤도측의 윤중은 0이 되

고, 외측 궤도측의 윤중은 평균 윤중의 2배가 된다.

 





 

 













 


 

       ...................   (5)

  여기서, 는 풍속,   는 차체 측면적의 1/2,   는 횡풍에 대한 차체 저항계수,   는 주행중인 차

체 중심의 횡진동가속도, 
 , 

 는 차량중심 및 차체 풍압 중심의 유효높이,   는 레일면상 대차 

중심 높이, 는 (대차 1개 무게)/(차체 무게의 1/2), 는 (대차 1개 무게+차체 무게의 1/2) 를 각각 

나타낸다. 

  Kunieda는 식(5)를 유도할 때에 순수 자연 횡풍만을 고려하였고, 차량의 길이 방향으로 좌우 대칭이

라는 점을 이용하여 식(5)에서 차체의 1/2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KTX의 동력객차와 같이 한쪽은 일

반대차, 다른 한쪽은 연접대차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선두 열차의 경우는 좌우대칭이 아니므로, 식(5)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횡풍에 추가하여 교행시의 열차 풍압을 추가로 고려하

였으며, 차량도 1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식을 유도하였다.

 





 

 













 






        .............   (6)

  여기서, 는 차체 측면적, 는 (대차 무게)/(차체 무게), 는 차량 전체 무게를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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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풍압에 대한 차량 전복 계산 결과 및 분석
  앞 절에서 유도한 강체 모델에 대한 수식(4)와 다물체 모델에 대한 수식(6)을 비교하기 위하여 KTX 

와 8200대 전기기관차가 견인하는 컨테이너 화물열차가 교행할 때를 가정하여 전복 안전성을 검토하였

다. 계산 조건으로는, 선로 간격 4.3m, 곡선 반경 3000m, 최대캔트 180mm, 자연횡풍 20 m/s, KTX 

차량속도 250 km/h, 컨테이너 화물열차 120 km/h 로 가정하였다. KTX 동력차의 경우, 대차프레임은 

2.42톤, 윤축 1셋 1.425톤, 대차프레임 무게 중심 높이는 레일면으로부터 0.56m, 차체 무게는 54.96톤, 

차체 무게 중심 높이는 레일면으로부터 1.72m, 차체 측면적은 70.05㎡, 차체 풍압 중심 높이는 

2.015m이며, KTX 동력객차의 경우, 대차프레임은 3.02톤, 윤축 1셋 1.608톤, 대차프레임 무게 중심 

높이는 레일면으로부터 0.56m, 차체 무게는 38.56톤, 차체 무게 중심 높이는 레일면으로부터 1.54m, 

차체 측면적은 68.26㎡, 차체 풍압 중심 높이는 1.925m이다. KTX 객차는, 대차프레임은 3.02톤, 윤축 

1셋 1.608톤, 대차프레임 무게 중심 높이는 레일면으로부터 0.56m, 차체 무게는 22.67톤, 차체 무게 

중심 높이는 레일면으로부터 1.64m, 차체 측면적은 56.03㎡, 차체 풍압 중심 높이는 1.8795m이다. 컨

테이너 화차의 경우, 윤축 2셋을 포함한 대차 무게는 4.65톤, 대차 무게 중심 높이는 0.48m, 차체 무게

는 9.2톤, 차체 무게 중심 높이는 0.845m이며, 컨테이너의 제원은 길이*폭*높이

(12.031*2.348*2.695)m, 무게 3.94톤으로 가정하였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복 위험도 값이 1

인 경우는 외궤측 차량이 곡선궤도 바깥으로 전복되는 경우이며, 이 값이 -1인 경우는 내궤측 차량이 

곡선궤도 안쪽으로 전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4 ~ Fig.8에 계산 결과를 표시하였다. 각각의 그림에서 

횡축은 차량 속도를 나타내며, 종축은 전복 위험도를 나타낸다. ■ 기호는 다물체 모델을 적용했을 경우

의 외궤측 차량이 바깥으로 전복될 위험도를 나타낸 것이며, ● 기호는 내궤측 차량이 곡선 안쪽 방향

으로 전복될 위험도를 나타낸 것이다. 강체 모델을 적용한 경우는, ▲ 기호가 외궤측 차량이 바깥 방향

으로 전복될 위험도를, ▼기호는 내궤측 차량이 곡선 안쪽 방향으로 전복될 위험도를 각각 표시하였다. 

KTX 열차가 250 km/h로 서로 교행할 경우에 동력차, 동력객차 및 객차가 받는 전복 위험도는 차량 형

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외궤측 차량의 경우는 대부분이 0~0.7 사이의 값을 가진다. 외궤측 차

량은 곡선 통과시 원심력과 20m/s의 자연 횡풍, 두 열차의 교행에 따른 열차풍압의 방향이 모두 외궤

측 방향이므로, 원심력이 차량속도의 2승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차량 속도가 증가할수록 전복 위험도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내궤측 차량은 차량 속도가 작을 경우에 전복 위험도가 큰 값을 

가지는데, Fig.3(b)에서 알 수 있듯이 내궤측 차량은 자연 횡풍과 열차 교행 풍압이 모두 곡선 안쪽 방

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차량 속도가 크면 원심력이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여 이들 힘과 상쇄 작용을 

하여 전복 안전도가 작아지지만, 차량 속도가 작으면 외측으로 작용하는 원심력도 작아지므로 내궤측 

차량은 차량속도가 작을때에 전복 위험율이 더 큰 경향을 나타낸다.

      

   (a) D = 1.0                                      (b) D = -1.0

Fig. 3.  Turnover Cases for Two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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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urnover Risk for KTX P-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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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urnover Risk for KTX M-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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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urnover Risk for KTX T-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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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urnover Risk for Loc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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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urnover Risk fo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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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Fig.8에는 KTX 열차가 250 km/h로 주행하고, 8200대 기관차가 견인하는 컨테이너 화물 열차가 

120 km/h로 교행할때의 전복 위험도를 나타내었다. 두 열차의 상대 속도는 370 km/h로서, KTX 열차

끼리의 교행때보다 130 km/h가 작기 때문에 전복 위험도도 비교적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8200대 

전기기관차의 경우, 차량 전체 무게가 약 88톤으로, KTX동력차와 객차보다 각각 1.34배, 2.5배 무겁기 

때문에 횡풍과 교행 열차풍압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컨테이너 화물 차량의 경우, 

차량 공차 중량이 가볍고, 차체 풍압 중심이 높기 때문에 원심력의 영향은 작고, 속도 증가에 따른 교행 

풍압의 영향이 커져서 내궤측 차량은 다른 차량과 달리 거의 일정한 전복 위험율을 나타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 차량이 주행중 받는 자연 횡풍과 교행 열차풍에 의하여 전복 안전성의 정량적 크

기를 검토하였다. 열차 모델로서 차량을 단일 물체로 고려한 강체 모델과, 차체 및 대차를 각각 분리하

여 고려한 다물체 모델식을 이용하여 비교 하였다. 강체 모델은 적용하기에 간편한 반면, 차량에 끼치는 

모든 힘의 작용점을 동일한 차량 중심점에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구성하였으며, 다물체 모델에서는 대차 

차체를 분리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수식을 구성하였으나, 각 파라메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수식에 대한 적용 사례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인 

KTX와 열차풍압 및 자연 횡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차 견인 공차 컨테이너 화물열

차를 선택하여 해석을 하였다. 강체 모델 및 다물체 모델의 적용 결과, 외궤측 차량은 차량속도가 증가

할수록 바깥 방향으로의 전복 위험도가 증가하며, 내궤측 차량은 차량 속도가 작을때에 곡선 안쪽 방향

으로의 전복 위험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두 해석법을 비교하면, 각각의 모델에 대한 수식 유도 과정

에서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값은 차이를 나타내지만, 정성적인 패턴은 유사하여 상호 보완적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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