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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the train is running on the small curved line, there would be severe contact between the rail and wheels, 
which cause noise and vibration as well as abnormal wear on the rail and the wheel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eering bogie has been developed. To verify steering performance of the steering bogie, steering 
angles of two trains, one is the advanced EMU with the steering bogie, another is a conventional EMU with the 
conventional bogie, were measured while running on the small curve. this comparing test shows that the steering 
bogie has much higher steering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bogie on the same curved line. To verify more 
performance data of the steering bogie, further testing and monitoring will be done with the advanced EMU in 
the test track.

1. 서론

철도차량이 곡선 구간 주행시 차륜과 선로간 접촉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마찰 소음/진동 발생뿐만 아

니라 곡선 구간의 선로와 차륜 플랜지의 급마모가 발생되어 승객의 승차감 저하와 선로와 차륜의 유지

보수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차내 조향장치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조향장치는 차량이 곡선 구간을 주행시 차량의 조향성능을 향상시켜 곡선 주행성능을

향상시킴으로, 선로와 차륜간 과접촉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가 있다.

조향 장치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조향대차가 적용된 차세대전동차와 일반 대차가 적용된 국내 전

동차를 동일한 급곡선내에 주행을 시킨 후 측정된 조향각을 분석 및 비교를 하였다.

2. 시험 조건

2.1 시험 차량의 선정

조향장치의 객관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서, 성능 비교 시험대상 차량은 조향장치를 장착한 차세대전동

차에 대비하여 기본 제원이 유사한 국내 중형 전동차 중에서 차세대전동차와 유사한 시점에 제작된 경

춘선 일반형 전동차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차량은 모두 볼스타레스 대차를 적용하였으며, 선정된 두 전

동차의 기본 제원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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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차세대전동차와 경춘선 일반형 전동차의 비교

구분 차세대전동차 경춘선 일반형 전동차

최대 운행속도 110km/h 80km/h

설계 최고속도 130km/h 110km/h

최대 축중 16톤 16톤

궤간 1,435mm 1,435mm

축거 2,100mm 2,100mm

대차 센터간 거리 13,800mm 13,800mm

차륜 답면 형상 호이만 프로파일 호이만 프로파일

2.2 시험 일시

- 2010. 9. 29(수) : 차세대전동차

- 2010. 10. 19(화) : 경춘선 일반형 전동차

2.3 시험 장소

- 현대로템 창원공장 내 출고선(150R)

2.4 시험 속도

- 약 15km/h(기관차로 견인)

3. 시험 장비 및 센서 설치 위치

3.1 시험 장비

- 변위계, 변위계 연결 cable, Cronos-PL2, Note book

3.2 시험 장비 설치

대차의 조향성능을 잘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 방향으로 선두 차량의 전위 대차에 변위 측정 장비를 설

치하였는데, 전위 대차 1차 스프링 축상 4개소에 길이방향 변위 센서를 설치하여 차량이 곡선 운행 중

발생되는 윤축과 대차 프레임의 길이 방향 상대 변위를 측정하여 조향각을 구하였다.

변위 측정 장비의 배치도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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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위SENSOR 설치 및 시험장비 배치도

그림 2 변위센서 설치위치(선두대차-선두윤축) 그림 3. 변위센서 설치위치(선두대차-후위윤축)

4. 시험 결과

현대로템 창원공장 내 출고선에서 직선 - 곡선 구간(150R) 주행시에 측정된 변위와 조향각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측정된 변위 그래프는 그림5,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아래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곡선 150R에 대한 조향각 측정 결과로, 차세대전동차는 0.0053rad이며 이는 이상적인 조향각 대비 약

38%의 조향성능이 확인되었으며, 경춘선 일반형 전동차는 0.0004rad로서 이상적인 조향각 대비 약 3%

의 조향 성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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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향 시험 결과

시험 차량 구간 측정 위치 변위 조향각(시험치)

차세대 전동차
직선 -> 곡선

150R

선두 윤축
dX_1L -2.8mm

0.0053rad
dX_1R 3.9mm

후위 윤축
dX_2L -2.4mm

dX_2R 3.1mm

경춘선 일반형
전동차

직선 -> 곡선
150R

선두 윤축
dX_1L 0.27mm

0.0004rad
dX_1R 0.17mm

후위 윤축
dX_2L -0.58mm

dX_2R 0.42mm

그림 4. 실차 시험차량(곡선구간 정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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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윤축의길이방향 변위(직선구간 → 곡선구간 150R 주행 시, 차세대 전동차)

그림 6. 윤축의 길이방향 변위(직선구간 →곡선구간 150R 주행 시, 경춘선 일반형)

6. 결 론

현재 급곡선 구간을 포함하는 영업 노선에서 운행되는 철도차량은 급곡선 구간 운행시 발생되는 선로

와 차륜간 마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승객들의 승차감이 저하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선로와 차륜의 마

찰로 인한 차륜 플랜지 마모와 급곡선 구간 선로 마모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곡선 구간에서 발생되는 차

륜의 플랜지 마모와 선로 마모는 차륜과 선로의 교체 주기를 단축하므로 유지보수비가 증가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기 시험 결과와 같이 급곡선내 탁월

한 조향성능을 나타내는 조향대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는 저속 운행시 조향 대차 성능을 확인한 상태이고, 추가로 고속 주행시 조향대차의 조향성

능 검토를 위해 현재 시험선에서 성능 시험중인 차세대전동차 조향대차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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