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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in characteristic in railroad is the guided movement of the wheel by the track through a metal-to-metal 

contact, conferring to the rail vehicle a single degree of freedom. There are defects such as head check, shelling, 

corrugation, squats etc in surface of the rail by interface between the wheel and rail. These defects bring about reducing 

the life-cycle of rails and track components and increasing noises. In case of bad conditions, it is possible to happen to 

full-scale accident such as derailment. Recently, the track capacity has been increased for increasing speed and operation 

efficiency. So, maintenance and indirect cost have been increased. Currently, a coating method of rail construction is 

proposed by using the ceramics in Korea. Rails are used as the earth in electrical railroad systems. Currently traction 

return current is flowed through wheels of trains. In case of rails coated, problems are caused in the contact power 

between wheel and coating material of spray. In this paper, electric model is presented in the AT feeding method. In 

case of rails coated, electric model is presented. Also, standard resistance of the ceramic is demonstrated by contact 

power between wheel and coating material of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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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차는 차륜이 일 를 따라가면서 이동한다. 차륜과 

일의 인터페이스에 의해 일두부 표면에서는 박리, 상

마모, 압좌, 미세균열 등의 결함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함

들은 일  궤도구성품의 사용수명을 단축시키고, 소음증

가  승차감 하 등으로 이어지며 심할 경우에는 열차탈

선으로 이어져 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 

재 국내에서 기존선 속도향상  열차운  효율화에 따른 

선로용량증 는 일의 마모  소음 증가로 귀결되어 일

교체 시기가 단축되고 민원이 증가하는 증 선로유지 리  

간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일의 마모와 소음에 한 책으로 국내에서는 코 재

로써 세라믹을 이용하여 일코  공법의 개발이 진행 에 

있다. 기철도에서는 일이 지역할을 하여 일에 류

가 흐른다[2]. 재 차륜을 통해 귀선 류가 흐르는데 일 

에 코 재가 코 되어 있으면 코 재에 의해 항이 

증가하여 력이 증가한다. 항이 증가함에 따라 

연 괴 사고시에 보호검출 지연에 따른 사고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궤도회로 단락감소에 따른 신호

계 기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력손실 증가로 에 지 손실이 발생하며, 하 기에 일온도 

상승에 따른 차륜 마모가 생길 수 있다[3]. 그러므로 하나의 

차륜에서 력에 의한 력소비가 1[kW]이하로 되어야 

한다[4].

본 논문에서는 AT(Auto Transformer) 방식에서의 

AT 압을 이용한 열차 류를 계산하여 코 재를 사용했을 

경우의 모델을 제시하 다. 코 재를 도포하는 구간에 따라 

코 재의 길이가 달라진다. 직선구간에서는 곡선구간에 비

해 일 결함 구간이 어서 코 재를 도포한 구간이 짧고, 

곡선구간에서는 코 재 체를 도포하기 때문에 도포한 구

간이 길다. 그러므로 곡선구간과 같이 체 으로 코 재를 

도포한 경우와 직선구간과 같이 코 재를 도포한 구간보다 

열차의 길이가 짧은 경우로 분류한다. 도포한 구간보다 열

차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서는 최  도포한 구간을 고려하기 

해 차륜의 한 축만 일 에 있는 경우로 나눠서 코 재

에 의해 발생되는 력을 해석하 다. 이를 이용하여 

코 재의 두께에 한 코 재의 기 항률을 제시하 다.

2. AT 방식에서 차륜과 일의  모델

AT 방식은 Fig.1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변 소의 

압을 차선 압보다 높게 하고 선로에 약 10[km]마다 

설치된 AT변압기에 의해서 필요한 차선 압으로 강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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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열차에 력을 공 하는 방식이다. AT 방식에서는 

AT의 권선비를 1:1로 하고, 변 소의 압은 차선 

압의 2배로 하고 있다. AT 방식은 부하용량이 일정하면 

류는 1/2로 되므로 압강하는 차선 압 환산으로는 

1./4로 되어 변 소 간격을 길게할 수 있으며 력의 공

에 합한 방식이다[3][5].

그림 1 AT 방식의 모델

Fig. 1 Model of AT feeding method

Fig.1을 이용하여 AT 방식에서 차선, 선  

일의 등가 자기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식(1)~식(3)과 같다

[6][7].

                   (1)

                   (2)

                   (3)

는 등가 차선 임피던스의 크기를 의미하고, 은 

차선의 자기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은 선과 일의 

상호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은 차선과 선 사이의 

상호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은 차선과 일 사이의 상

호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는 등가 선 임피던스의 크

기를 의미한다. 는 등가 일 임피던스의 크기를 의미한

다.

그림 2 AT 방식의 류분포

Fig. 2 Current Distribution in AT feeding method

Fig.2에서와 같이 열차가 첫 번째 AT와 두 번째 AT 사

이에 있는 경우, 각 AT에서 열차까지의 임피던스는 선형이

라고 가정하면 열차에 흐르는 류 는 식(4)과 같이 계산

된다[8].

      

 















      (4)

는 변 소에서 열차로의 류를 의미한다. 은 첫 번

째 AT에서 열차로의 류를 의미하고, 는 두 번째 AT

에서 열차로의 류를 의미한다. 는 세 번째 AT에서 열

차로의 류를 의미하고, 는 네 번째 AT에서 열차로의 

류를 의미한다. 는 변 소의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는 

첫 번째 AT에서 열차 사이의 단락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은 첫 번째 AT의 압을 의미한다. 는 두 번째 

AT의 압을 의미하고, 는 세 번째 AT의 압을 의미

한다. 는 네 번째 AT의 압을 의미한다.

열차편성이 총10~20량이라고 하면 첫 번째 칸에 있는 차

륜과 마지막 칸에 있는 차륜은 일의 임피던스가 열차 길

이만큼 차이가 난다. 보통 일의 임피던스는 1[km]단 로 

나타내면 약 이다. 열차의 길이가 약 200~400[m]이므로 

일의 임피던스가 최  0.2372[Ω]로 차이가 발생하지만 임피

던스 차이가 작아서 류크기의 최  오차가 약 100[mA]로 

크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Fig.3과 

같이 등가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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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차륜과 일 사이의 류분배

Fig. 3 Current distribution between wheels and rails

는 차륜의 항을 의미한다. 은 차륜과 일의 

 항을 의미한다.

2.1 차륜과 일의 항

두 매질 사이인 면에서의 류변화는 Fig.4와 같이 

면에서 류의 격한 변화가 발생한다. Fig.5는 실제 

차륜과 일의 면 을 나타낸다. 식(5)를 이용하여 차륜

과 일의 항을 계산한다[9].

그림 4 면에서의 류흐름

Fig. 4 Current flow in contac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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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차륜과 일의 면

Fig. 5 Contact area between wheel and rail

 

                      
(5)

는 차륜의 항률을 의미하고, 는 일의 항률을 

의미한다. 는 면 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2.2 력 손실

Fig.3에서 력손실을 계산하기 해서 하나의 차륜에 흐

르는 류를 계산한다. N개의 차륜에서 하나의 차륜에 흐르

는 류는 식(6)과 같으며, 하나의 차륜과 일의 력손실

은 식(7)과 같다[10].

   ⋯     

               
(6)

  
 



×
                  

(7)

 

3. 코 재를 포함한 모델

코 재는 일두부에 도포되므로 코 재에 의해 차륜과 

코 재 사이의 항, 코 재의 항, 코 재와 일 사

이의 항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륜이 모두 코

재 에 있는 경우와 하나의 차축에 의한 차륜만 일 

에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해석한다. 하나의 차축에 의한 차

륜만 일 에 있는 경우는 직선구간에서와 같이 일의 

결함이 게 발생한 구간에서 코 재의 길이가 차량의 길이

보다 짧은 경우이고, 차륜이 모두 코 재 에 있는 경우는 

곡선구간에서와 같이 일의 결함이 많이 발생한 구간에서 

코 재 길이가 차량의 길이보다 긴 경우이다. 직선구간에서

와 같이 코 재의 길이가 열차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에 최

 력손실을 계산하기 해서 하나의 차축만 일 에 

있는 경우로 해석하 다. 즉, 하나의 차축에 의해 2개의 차

륜만 일 에 존재하고, 나머지 차륜은 도포된 코 재 

에 있는 경우이다. Fig.6은 곡선구간에서와 같이 차륜이 모

두 코 재에 있는 경우이고, Fig.7은 직선구간에서 최 로 

코 재가 도포된 경우로써 하나의 차축에 의한 2개의 차륜

만 일 에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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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코 재 에 모든 차륜이 있는 경우의 모델

Fig. 6 Model in case of total wheels on coating material of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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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나의 차축 에 차륜이 있는 경우의 모델

Fig. 7 Model in case of wheels on one shaft

는 차륜과 코 재의  항을 의미하고, 는 코

재의 항을 의미한다. 는 코 재와 일의  항을 

의미한다. 

3.1 차륜과 코 재의 항

차륜과 코 재의 항을 계산하기 해 식(8)을 이용

한다.

  

                     
(8)

는 코 재의 항률을 의미하고, 는 면 의 반지

름을 의미한다. 

3.2 코 재의 항

코 재를 포함한 경우의 차륜- 일에서의 류의 흐름은 

Fig.8과 같이 류가 차륜에서 일로 흐른다. 일의 단면

이 코 재보다 크고, 일의 항률이 약 1[μΩ·m]로 상당

히 낮아서 류는 일을 통해 흐르며 코 재로는 최소한의 

류만 통과한다[11]. 그러므로 코 재의 항은 식(9)을 이

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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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코 재를 포함한 경우 류흐름

Fig. 8 Current flow including coating material of spray

  


                    (9)

은 코 재의 두께를 의미하고, 은 코 재의 도 율을 

의미한다. 은 차륜과 코 재의  단면 을 의미한다.

3.3 코 재와 일의 항

코 재와 일의 항은 식(10)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10)

는 코 재와 일 사이에 류가 흐르는 면 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3.4 항에 의한 력

3.4.1 차륜이 모두 코 재 에 있는 경우

Fig.6을 이용하여 하나의 차륜과 코 재의 항, 코

재의 항, 코 재와 일의 항에 의해 발생되는 력

을 계산하면 식(11)과 같다.

     
 



×  
      

(11)

3.4.2 하나의 차축만 일 에 있는 경우

Fig.7을 참고하여 N개의 차륜에 의해 분리된 임피던스의 

총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식(12)와 같다.

 


  

  




 
   








(12)

식(12)을 이용하여 코 재 에 있는 하나의 차륜에 흐르

는 류와 일 에 있는 하나의 차륜에 흐르는 류를 식

(13)  식(14)로 계산한다.

 ⋯     × 


      (13)

       × 


           (14)

식(13)과 식(14)을 이용하여 코 재 에 있는 하나의 차

륜과 코 재의 항, 코 재의 항, 코 재와 일의 

항에 의해 발생되는 력은 식(15)와 같이 산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차륜과 일의 력은 식(16)과 같다.

   

  × 
 



×  

   (15)

    × 
 



×         (16)

4. 시뮬 이션

시뮬 이션 기 은 AT 변압기 거리를 10[km]로 하 고, 

기  특성 값은 기존선 익산에서 채운  구분소까지의 

실제 측정치를 이용하 다[12]. 역철도와 고속철도의 차

선로 시스템 모델이 동일함에 따라 변 소 압  임피던

스, 주 수, 임피던스는 동일하고, 동기부하 차이로 인해 

열차에 공 되는 류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AT 방식에

서 기 인 특성을 포함하는 시뮬 이션 기 은 Table 1과 

같다[13].

구분 값

변 소 압 27.5[kV]

변 소 임피던스 2.36+j19.5[Ω]

주 수 60[Hz]

차선의 자기 임피던스 0.1192+j0.7522[Ω/km]

선의 자기 임피던스 0.2036+j0.8847[Ω/km]

일의 자기 임피던스 0.1618+j0.6709[Ω/km]

차선과 선의 상호 

임피던스
0.0510+j0.3610[Ω/km]

차선과 일의 상호 임피던스 0.0580+j0.3690[Ω/km]

선과 일의 상호 임피던스 0.0530+j0.3730[Ω/km]

표    1  AT 방식에서의 시뮬 이션 기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in AT feeding method

열차편성은 역철도의 10량과 고속철도의 20량으로 분류

한다. 코 재의 두께는 코 재가 도포되는 구간에서 열차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5[mm], 300[μm], 200[μm]

로 분류하여 코 재의 항률 기 을 제시한다. Table 2는 

차륜과 일  코 재와의 인터페이스 기 을 나타낸다.

코 재가 없는 경우에서 하나의 차륜과 일 사이의 

항에 의한 소비되는 력을 계산한다. 코 재가 있는 경

우, 코 재의 항률을 변화함에 따라 항에 의해 소비

되는 력을 계산하여 코 재의 기  항률 값을 계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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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값

차륜의 항 0.005[Ω]

차륜의 항률 1[μΩ·m]

일의 항률 3.9840[μΩ·m]

차륜과 코 재 사이의 

면 의 반지름
6.04889×10

-3
[m]

코 재와 일 사이의 

면 의 반지름
6.04889×10

-3
[m]

차륜과 코 재의  

단면
1.14948×10

-4
[m
2
]

표    2 차륜과 일  코 재와의 인터페이스 기

Table 2 Interface standard among wheel, rail and coating 

material of spray

4.1 열차에 흐르는 류

열차에 흐르는 류를 계산하기 해 AT 방식에서의 

단락 압을 해석하면 Fig.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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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T 방식에서의 단락 압

Fig. 9 Short voltage in AT feeding method

Fig.9  Table 1의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열차의 치에

서 류를 계산하면 역철도의 경우에 약 216[A]이고, 고

속철도의 경우에 약 493[A]이다.

4.2 코 재 용  차륜과 일의 력

 

시뮬 이션 기 인 Table 1  Table 2를 기 으로 하나

의 차륜에 흐르는 류  항에 의해 소비되는 력

을 계산하면 Table 3과 같다.

열차편성(차륜수) 력

10량(80개) 6.8271[μW]

20량(160개) 8.8913[μW]

표    3  차륜과 일의 력

Table 3 Contact power between wheel and rail

Table 3을 분석하면 코 재가 없는 일반 인 차륜과 

일 사이에 소비되는 력은 6.8271[μW]  8.8913[μW]이고, 

기  력의 약 6.8271×10
-7
[%]로써 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14].

4.3 코 재 용 후 차륜과 일의 력

4.3.1 모든 차륜이 코 재 에 있는 경우

코 재의 두께가 1.5[mm]인 경우에 코 재의 항률 변

화에 한 하나의 차륜과 코 재 사이의 항, 코 재의 

항, 코 재와 일 사이의 항에 의해 소비되는 

력의 크기는 Fig.10과 같다.

그림 10 코 재 항률에 따른 력 (=1.5[mm])

Fig. 10 Contact power according to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1.5[mm])

Fig.10에서와 같이 코 재의 항률이 높아짐에 따라 

력이 높아진다. 기  력을 만족하기 한 코 재

의 항률을 해석하면 역철도의 경우에는 26.32[Ω·m]이하

이고,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20.22[Ω·m]이하이다. 코 재의 

두께가 300[μm]인 경우에 코 재 항률에 따른 력은 

Fig.11과 같다.

그림 11 코 재 항률에 따른 력 (=300[μm])

Fig. 11 Contact power according to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300[μm])

기  력을 만족하기 한 코 재의 항률을 해석

하면 역철도의 경우에는 115[Ω·m]이하이고,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88.31[Ω·m]이하이다. 코 재의 두께가 200[μm]인 

경우에 코 재 항률에 따른 력은 Fig.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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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코 재 항률에 따른 력 (=200[μm])

Fig. 12 Contact power according to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200[μm])

기  력을 만족하기 한 코 재의 항률을 해석

하면 역철도의 경우에는 159.9[Ω·m]이하이고,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22.8[Ω·m]이하이다. 코 재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코 재의 기  항률이 높아진다.

4.3.2 하나의 차축에 의한 차륜만 일 에 있는 

경우

코 재 에 차륜이 있는 경우에는 식(15)을 이용하여 발

생되는 항에 의해 소비되는 력을 계산한다. 코 재의 

두께가 1.5[mm]인 경우, 차륜이 코 재 에 있을 때 

항에 의한 력은 Fig.13과 같고, 차륜이 일 에 

있을 때 항에 의한 력은 Fig.14와 같다.

그림 13 코 재 에 차륜이 있는 경우에 코 재 항률에 

따른 력 (=1.5[mm])

Fig. 13 Contact power according to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in case of wheel on coating 

material of spray (=1.5[mm])

그림 14 일 에 차륜이 있는 경우에 코 재 항률에 따

른 력 (=1.5[mm])

Fig. 14 Contact power according to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in case of wheel on rail (= 

1.5[mm])

Fig.13  Fig.14를 분석하면 력이 코 재의 항률

에 계없이 기  력 이하이다. 코 재의 두께가 300

[μm]인 경우, 차륜이 코 재 에 있을 때 항에 의한 

력은 Fig.15와 같고, 차륜이 일 에 있을 때 

항에 의한 력은 Fig.16과 같다.

그림 15 코 재 에 차륜이 있는 경우에 코 재 항률에 

따른 력 (=300[μm])

Fig. 15 Contact power according to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in case of wheel on coating 

material of spray (=300[μm])

그림 16 일 에 차륜이 있는 경우에 코 재 항률에 따

른 력 (=300[μm])

Fig. 16 Contact power according to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in case of wheel on rail (=300[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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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Fig.16을 분석하면 력이 코 재의 항률

에 계없이 기  력 이하이다. 코 재의 두께가 

1.5[mm]인 경우보다 력이 약 5~7[%] 낮아졌다. 코

재의 두께가 200[μm]인 경우, 차륜이 코 재 에 있을 때 

항에 의한 력은 Fig.17과 같고, 차륜이 일 

에 있을 때 항에 의한 력은 Fig.18과 같다.

그림 17 코 재 에 차륜이 있는 경우에 코 재 항률에 

따른 력 (=200[μm])

Fig. 17 Contact power according to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in case of wheel on coating 

material of spray (=200[μm])

그림 18 일 에 차륜이 있는 경우에 코 재 항률에 따

른 력 (=200[μm])

Fig. 18 Contact power according to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in case of wheel on rail (=200[μ

m])

Fig.17  Fig.18을 분석하면 력이 코 재의 항률

에 계없이 기  력 이하이다. 코 재의 두께가 300

[μm]인 경우와 력이 비슷하다.

4.4 실내시험

철도 일에 용하고자하는 코 재의 항률을 측정하기 

해 실물 일에 Fig.19와 같이 코 재를 200[μm]로 도포하

다. 코 재는 고내마모성 원료  충진제를 혼합한 물질

이다. 실내시험의 경은 Fig.20과 같다.

그림 19 코 재를 도포한 일

Fig. 19 Rail covered with coating material of spray

그림 20 코 재의 항률 측정을 한 실내시험

Fig. 20 Laboratory test for resistivity of coating material of 

spray

실내시험결과, 코 재의 항률은 약 1.1492[mΩ·m]로 측

정되었다. 이 수치는 기  항률의 106~139×10
3
배 낮은 값

이므로 코 재를 역철도나 고속철도의 일 에 도포하

여도 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승객이 많

이 많은 구간이나 하 이 높은 열차가 다니는 구간에서는 

코 재의 두께를 약 1[cm]까지 도포하여도 기  력   

이하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T 방식에서의 코 재를 사용했을 경

우의 모델을 제시하 다. 코 재의 두께에 한 코 재의 

항률을 제시하기 해 코 재의 항률 변화와 코 재에 

의한  부분에서의 력을 해석하 다.

차륜 에 코 재가 모두 있는 경우, 코 재의 항률이 

증가함에 따라 력은 증가하 다. 코 재의 두께가 

1.5[mm]일 때, 기  력을 만족하는 코 재의 항률

은 역철도의 경우에 26.32[Ω·m]이하이며, 고속철도의 경우

에 20.22[Ω·m]이하이다. 코 재의 두께가 300[μm]일 때, 기

 력을 만족하는 코 재의 항률은 역철도의 경

우에 115[Ω·m]이하이며, 고속철도의 경우에 88.31[Ω·m]이하

이다. 코 재의 두께가 200[μm]일 때, 기  력을 만족

하는 코 재의 항률은 역철도의 경우에 159.9[Ω·m]이하

이며, 고속철도의 경우에 122.8[Ω·m]이하이다. 역철도보다 

고속철도에서 열차에 흐르는 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

 코 재의 항률이 낮으며, 코 재의 두께가 얇을수록 기

 코 재의 항률이 높다. 하나의 차축에 한 차륜만 

일 에 있는 경우, 코 재의 항률에 계없이 기  

력 이하로 해석되었다. 부분의 류가 일 에 있는 

차륜에 의해 흐르기 때문에 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 실내시험 결과, 코 재의 항률은 약 1.1492[mΩ·m]로 

측정되었다. 코 재의 기  항률 이하이므로 력에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하 이 높은 구간에서는 코

재의 두께를 약 1[cm]까지 도포하여도 된다. 

본 연구는 향후 일에 도포물질을 사용할 경우, 도포물

질의 기  항률을 선정할시 활용될 수 있다. 철도신호시

스템인 AF궤도회로 시스템에서 차축 항에도 향을 미치

게 되어 수신 벨이 어들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향후 AF궤도회로 시스템의 향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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