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재 고속철도 구간에서 사용되는 분기기에서 고속 철도

차량이 통과 시에 횡압의 변화가 최소화되는 설계가 요구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기기 설계방식은 분기기를 통

과하는 차량을 질점으로 모델링하여 기구학적인 해석만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분기기에서의 응답특성을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분기기 형상 설계 및 평가를 위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차량이 분기기를 통과하는 경우에 분

기기에 작용하는 횡압 및 횡가속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차

량과 분기기간의 상호 작용에 따른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

여야 한다[1].

이러한 차량과 분기기간의 상호 작용에 따른 동역학 해

석은 정우진 등[2]이 65번 고속용 분기기를 통과하는 차량

의 동특성 변화를 예측하였고, 한형석 등[3]이 차륜/레일 

접촉특성 해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기기에서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고속철도 차량의 분기기 주행 시 주행안전성 

해석을 위한 차량 모델링 및 분기기 시스템의 해석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차량 및 분기기 모델의 검증을 위해 F26 

분기기 통과 시에 차륜과 레일 사이의 접촉점 위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텅레일 및 크래들부의 단면 변화

에 따른 분기기에서의 차량의 주행안전성 해석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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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the vehicle passes through turnout, the design is required to minimize the change of lateral force. 

Therefore, in case the vehicle passed the through turnout, we ought to execute dynamic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vehicle and turnout in order to make an estimate of the lateral force and the derailment coefficient on 

the turnout. In this paper, we established the analytical model of the vehicle and turnout and analysed running safety 

when the vehicle passes through turnout in order to improve running safety of the vehicle on turnout. Also, to verify 

the vehicle and turnout model, we analysed reaction force and running behavior between wheel and rail, and running 

safety of the vehicle by changing cradle part and the tongue rail when the vehicle passes through t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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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현재 철도차량이 분기기 통과 시에 횡압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이 분기기

를 통과하는 경우에 분기기에 작용하는 횡압 및 탈선계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차량과 분기기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동역

학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기기에서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차량 및 분기기 해석모

델 구축, 분기기 통과시의 주행안전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차량 및 분기기 모델의 검증을 위해 분기기 통과 시에 

차륜과 레일 사이의 접촉점 위치 해석과 텅레일 및 크래들부의 단면 변화에 따른 분기기에서의 차량의 주행안전성 해

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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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모델

2.1 철도차량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동특성 해석을 위한 상용 소프

트웨어인 VI-Rail를 이용하였으며, 차량 모델은 Fig. 1과 

같이 KTX 동력차 1량을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4].

  

(a) Carbody (b) Bogie

(c) Full assembly of vehicle

Fig. 1. Analysis model

철도차량 모델링 시 사용하였던 KTX 차량의 동력차 현

가장치 구성요소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data of KTX Power car suspension 

Suspension 

component

Specification data Remark

(Unit)F
x

F
y

F
z

T
x

T
y

T
z

Double coil 

spring
0.5813 0.5813 0.752 0.1 0.1 0.1 MN/m

Guide

spring
20.0 4.5 0.25 0.044 0.03 0.473

MN/m

MNm/rad

1st vertical

oil damper
0.01 MN/m

Coil

spring
0.15 0.15 0.634 0.1 0.1 0.1

MN/m

MNm/rad

2nd vertical

oil damper
0.02 MNs/m

Lateral

oil damper
0.01 MNs/m

Anti yaw 

oil damper

0.0 0.0026 0.01 0.02 0.3 m/s

0.0 11.0 11.6 12.0 19.0 KN

Pivot joint 10.29 MN/m

Side 

Bumpstop

-70.0 -65.0 -60.0 -55.0 -45.0 0.0 mm

-45.0 -13.0 -5.0 -2.0 0.0 0.0 KN

2.2 F26 분기기 모델링

분기기는 크게 세 가지 부분 즉,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

싱부로 나뉘며 포인트부는 분기기 진입 구간으로 기본레일

에서 분기레일로 갈아타는 시작위치를 나타낸다. 포인트부

는 기본레일과 텅레일로 구성되고 기본 레일은 UIC 60 단

면으로 형상이 일정하며 텅레일은 UIC 60D 단면을 기준으

로 절삭가공되어 길이방향으로 단면이 변화를 한다. 두 번

째로 리드부는 분기된 이후 반대측 기본 레일과 교차하기 

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레일을 의미하며 이 위치에서는 

UIC 60D 단면에서 UIC 60 단면으로 형상 변화가 발생한

다. 마지막으로 크로싱부는 분기되어 나온 레일 부분과 반

대측 직선 레일이 서로 교차하는 부위를 말하며 크래들, 포

인트 레일, 가드 레일 등으로 구성된다. 크래들은 크로싱부

에서 가장 구조물이 큰 레일로 하나의 큰 부품으로 구성되

며, 포인트 레일은 크로싱 부위에서 차륜의 진행방향을 결

정해주는 레일이다. 가드 레일은 분기 시 크로싱부에서 받

는 횡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Fig. 2는 분기기의 일반

적인 형상을 보여준다[1].

Fig. 2. Schematic diagram of turnout

F26 분기기의 2D 도면을 바탕으로 차륜과 레일이 접촉

하는 두부의 단면 형상을 추출하여 Fig. 3과 같이 길이 방

향으로 단면 형상을 정의하였다. 포인트부의 단면은 총 20

개, 크로싱부는 35개로 나누어 단면을 구성하였다.

Fig. 3. Section profie of longitudinal 

3D 형태로 Fig. 4와 같이 분기기 시스템 해석모델을 구

축하였다. 분기기를 강체로 모델링하였으며 Fig. 4(a)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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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부, Fig. 4(b)는 크로싱부의 3D 모델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a) Point part

(b) Crossing part

Fig. 4. 3D model of F26 turnout 

 

(a) 0.62s (b) 1.81s

 

(c) 3.48s (d) 3.64s

Fig. 5. Section position at the time of wheel/rail contact

3. 동역학 해석

3.1 F26 분기기 주행 해석

차량 및 분기기 모델의 검증을 위해 F26 분기기 통과 

시에 차륜과 레일 사이의 접촉점 위치 해석을 수행하

였다.

F26 분기기 주행 시 차륜과 레일 접촉에 대한 형상 결과

는 Fig. 5와 같다. 주행 시간에 따른 차륜/레일 접촉과 반력

의 방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행시간 0.62초, 34.3m가 되

는 순간에는 텅레일과 차륜이 접촉이 시작되고 이 순간부터 

분기가 되었다. 또한 1.81초, 63.9m까지 포인트부를 통과하

였으며 3.48초, 105.7m가 되는 순간에는 크로싱부의 포인트 

레일과 접촉이 발생하였다. 3.64초, 109.5m인 순간에서는 

스플리스 레일과 접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Vertical force

 

(b) Lateral force

(c) Derailment coefficients

Fig. 6. Analysis results of F26 t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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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results of F26 turnout

Parameters
Vertical

force [N]

Lateral 

force [N]

Derailment 

coefficients
Remark

Front

bogie

1st
LH 1.49E+05 -9.24E+04 -0.88

Straight 

line : 

Vetical 

force 

84,748 N

RH 1.43E+05 -3.63E+04 -0.41

2nd
LH 1.54E+05 -2.19E+04 -0.21

RH 1.36E+05 8.96E+03 0.22

Rear 

bogie

1st
LH 1.58E+05 -8.08E+04 -0.54

RH 1.40E+05 -2.21E+04 -0.29

2nd
LH 1.50E+05 -2.39E+04 -0.21

RH 1.39E+05 1.02E+04 0.18

Fig. 6은 F26 분기기 주행 시 고속철도 차량의 주행안전

성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2는 해석 결과값을 

수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전후방대차의 1, 2축 내외측 차륜을 기준으로 윤중, 횡

압, 탈선계수 등의 주행안전성 결과를 살펴보면 윤중의 경

우 최대 윤중 값이 초기 상태 대비하여 약 86% 정도 증가

한 결과를 보였으며 대차의 후륜 내측 차륜의 하중보다 전

륜 외측의 차륜이 하중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압

의 경우 차량이 우측 선회를 하고 있어 값으로 나타나며, 

크래들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횡압 값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탈선계수의 경우 크래들 부분에서 전방대차 1축 외륜

이 최대 0.8을 조금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탈

선계수가 순간적으로 넘은 것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텅레일부 단면 변화

텅레일부 단면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대비 ±2m로 길이를 변화시켜 특성을 살펴보았다. 곡률 및 

기타 단면 자체 형상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면 변

화는 선형적인 증감으로 배치를 변경하여 비교하였다. 해

석조건은 기존 대비 2m을 기준으로 Case 1은 감소, Case 

2는 증가시킨 것이다.

Table 3. Analysis results for tongue rail part

Para- 
meters

Tongue rail

Vertical 
force [N]

Lateral 
force [N]

Lateral 
acceleration

[ms ]

Vertical

acceleration

[ms ]

Derailment

coefficients

Origin 132,800 -62,592 24.035 52.024 -0.8109

Case 1 132,830 -63,106 24.23 52.501 -0.8159

Case 2 132,780 -62,099 23.843 51.569 -0.8062

Fig. 7은 텅레일부 단면 변화에 따른 고속철도 차량의 주

행안전성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3은 해석 결

과값을 수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전방대차 1축 외측 차륜을 기준으로 윤중, 횡압, 횡가속

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윤중, 횡압, 횡가속도 경우 모두 기

존 해석조건 보다 Case 2의 해석조건에서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수직가속도 및 탈선계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Case 2에서 수직가속도의 경우 약 0.9%, 탈선계수의 경우 

약 0.6%정도 비교적 단면 길이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는 

(a) Vertical force (b) Lateral force (c) Lateral acceleration

(d) Vertical acceleration (e) Derailment coefficients

Fig. 7. Analysis results for tongue rai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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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변화양상은 길이 증

가에 따른 충격하중 및 가속도가 미소하나마 감소되는 경

향을 보여준다. 즉, 강성 및 시스템 특성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는 단면 변화 구간 증가가 전반적인 동특성 변화에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크래들부 단면 변화

크래들부 단면 변화는 텅레일에 비해 변화가 매우 심하

고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크래들부 단면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대비 ±2m로 길이를 변화시켜 

특성을 살펴보았다. 크래들부 단면 변화는 각 부품별 단면 

형상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형상 변화를 선형으

로 변경하여 비교하였다. 전체 변화구간 길이는 10.6m이며 

해석조건은 기존 대비 2m을 기준으로 Case 3은 감소, Case 

4는 증가시킨 것이다.

Table 4. Analysis results for cradle part

Para- 

meters　

Cradle

Vertical 

force

[N]

Lateral 

force

[N]

Lateral 

acceleration

[ms ]

Vertical

acceleration

[ms ]

Derailment

coefficients

ORG 128,000 -45,895 21.512 47.224 -0.3589

Case 3 129,000 -31,442 14.833 68.701 -0.3386

Case 4 117,000 -39,307 13.711 35.071 -0.4322

Fig. 8은 크래들부 단면 변화에 따른 고속철도 차량의 주

행안전성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4는 해석 결

과값을 수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전방대차 1축 외측 차륜을 기준으로 윤중, 횡압, 횡가속

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윤중은 Case 4에서, 횡압은 Case 3, 

4에서 모두 기존 해석조건 보다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횡

가속도의 경우 기존 대비하여 모든 조건에서 감소한 특성

을 보여주며 수직가속도의 경우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탈

선계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Case 3의 해석조건에서 가장 작

은 값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면 배치가 선형 특성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크래들부의 경우 각각 단품의 형상 

및 연결이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

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면변화 양상이 길이 대비 변화폭이 감소할수

록 전반적인 동특성 개선이 가능함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기기에서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고속철도 차량의 분기기 주행 시 주행안전성 

해석을 위한 차량 모델링 및 분기기 시스템의 해석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차량 및 분기기 모델의 검증을 위해 F26 

분기기 통과 시에 차륜과 레일 사이의 접촉점 위치 해석과 

텅레일 및 크래들부의 단면 변화에 따른 분기기에서의 차

량의 주행안전성 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

었다.

1. F26 분기기 주행 시 주행안전성 해석 결과, 윤중의 변화

는 최대 약 86%로 나타났으며 대차의 후륜 내측 차륜의 

(a) Vertical force (b) Lateral force (c) Lateral acceleration

(d) Vertical acceleration (e) Derailment coefficients

Fig. 8. Analysis results for cradl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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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보다 전륜 외측의 차륜이 하중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압은 크래들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값의 결

과가 나타났고, 탈선계수는 전방대차 전륜외측이 0.8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탈선계수가 순간적

으로 넘은 것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2. 텅레일부 단면 변화에 따른 주행안전성 해석결과, 비교

적 단면 길이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변화양상은 길이 증가에 따른 충

격하중 및 가속도가 미소하나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즉, 강성 및 시스템 특성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는 단면 변화 구간 증가가 전반적인 동특성 변화에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크래들부 단면 변화에 따른 주행안전성 해석결과, 단면 

배치가 선형 특성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크래들부의 경우 각각 단품의 형상 및 연

결이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면변화 양상이 길이 대비 변화폭이 감소

할수록 전반적인 동특성 개선이 가능함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 향후 분기기 동특성 개선에 있어서 강도 및 기타 분기기 

선형 등 제약 조건과 함께 각 단면 변화에 대한 개선 방

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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