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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Analysis on the Wheel of Railwa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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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structural analysis with fatigue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of railway vehicle wheel. Maximum 
equivalent stress or deformation is shown at the lower face in contact with wheel and rail. As model B has the maximum 
stress or deformation which becomes lower than model A, model B is shown to have more durability than model A. Among 
the cases of nonuniform fatigue loads, ‘SAE bracket history’ with the severest change of load becomes most unstable but 
‘Sample history’ becomes most stable. In case of ‘Sample history’ with the average stress of 0 to -1011 Pa and the amplitude 
stress of 0 to 1010 Pa, the possibility of maximum damage becomes 3%. This stress state can be shown with 6 times more 
than the damage possibility of ‘SAE Bracket history’ or ‘SAE transmission’. The structural result of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utilized with the design of railway vehicle wheel by prevention and durability against its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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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에서의 철도바퀴는 철도가 고속화됨에 따라 더욱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보다 안전한 운행을 하기위해서는 
철도바퀴의 강도 및 내충격성, 재질, 안전계수, 기계적응력, 하
중, 변형 등이 고려되어야한다(1). 철도차량의 무게는 1량에 약
43톤 정도 되며 바퀴 수는 철도차량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8~10개 정도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한 개의 바퀴에 걸리는 하중은 대략 5톤 이상이며 여기에 
탑승하는 사람들과 짐, 화물 등을 고려하면 하중은 훨씬 더 크
게 된다. 그러므로 철도차량의 바퀴는 일반차량과는 틀리게 강
도와 재질을 더욱더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시
험은 실험규모, 비용, 그리고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구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실험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2). 설계단계에서의 ANSYS를 통한 정상
상태에서의 정적구조해석을 하중에 의한 전체변형율과 응력해
석을 구현할 수 있고, 또한 기차바퀴의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내구도를 평가할 수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바퀴의 모
양에 따라 하중에 의한 변형량 해석과 피로해석을 하였다(6). 바
퀴살이 없이 속이 채워진 바퀴인 모델 A와 둘레에 바퀴살이 
쳐진 바위 모델 B를 연구 모델로 하였다. 해석 결과 바퀴모델 
B가 내구성도 좋고 피로에 대한 손상도도 더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철도차량의 바퀴의 설계에 응용한
다면 그 파손 방지 및 내구성을 검토, 예측하는데 활용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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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onfiguration of model

(a)

(b)

Fig. 2 Mesh of model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cast iron

Young’s Modulus 1.9×1010 Pa 
Poisson’s Ratio 0.27 

Density 0.0000073 kg/mm³
Tensile Yield Strength 2.7574×107 Pa 

Compressive Yield Strength 2.7574×107 Pa 
Tensile Ultimate Strength 4.1361×107 Pa 

(a)

(b)

Fig. 3 Fixed support & force condition at model

2. 본 론
본 연구 모델의 크기는 지름과 500mm, 폭이 100mm이며 이 

철도차량의 바퀴로서 Model A 및 B는 Fig. 1 (a), (b)와 같다. 

해석상 Fig. 2 (a), (b)에서와 같이 각각의 A, B 모델에 대한 
메시를 각각 나누었으며, 그 절점 수는 각각 32696개와 33308
개이며, 요소 수는 19341개, 18210개로 하였다.

2.1 정적 해석
Table 1은 이 모델링에 대한 구상흑연주철로서의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a), (b)는 Model A 및 B에 대한 모델의 
정적해석에 대한 조건으로서 철도레일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
조건을 주었으며 축 구멍 면에서는 고정 조건을 주었다. 이러한 
정적 해석 결과, Fig. 4 (a), (b) 및 Fig. 5 (a), (b)는 Model 
A 및 B에 대한 각각의 전변형량과 등가응력의 등고선들이다.

최대의 변형량은 모델 A와 B에서는 각각 0.00012004m 및 
0.00010712m 이고, 등가응력은 첫 번째 모델이 2.2191×108Pa, 

두 번째 모델이 1.7796×108Pa로서 각각 나타났으며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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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Contour of total deformation at model

(a)

(b)

Fig. 5 Contour of equivalent stress at model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6 Load histories at nonuniform fatigue loads 

Fig. 7 Mean stress correction

바퀴와 레일이 맞닿는 아랫면에서 가장 많은 변형과 응력이 발
생했다. B인 두 번째 모델이 10%이상 더 작게 걸려서 내구성 
면에서 더 좋아짐을 알 수 있다. 

2.2 피로 해석
Fig. 3과 같이 철도 차량의 바퀴에 힘을 작용하여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에서의 평균 응력은 Fig. 3의 구조 해석에서 
사용한 하중 조건과 같다. 실제 철도 차량이 달리면서 바퀴가 
받는 피로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Fig. 7과 같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규칙 진폭하중의 내역들로서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및 ‘Sample history’이고 이 3가
지 경우들’로서 서로 공히 비교 할 수 있다. 각각의 하중에 따라
서 주기적인 사이클들의 경과에 따른 하중의 진폭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식 (1)은 Goodman식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성 재질에 적용할 수 있는 평균응력 및 응력 진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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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8 Contour plots of fatigue life at model A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9 Contour plots of fatigue life at model B 

대한 피로한도와 인장강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Fig. 
7는 이 식을 이용하여 X 및 Y축 상에서 각각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을 나타낸다(6). 







 (1)

여기서,   : 피로한도
  : 인장강도
 : 응력진폭
 : 평균응력

Fig. 8 및 9은 Model A와 B, 각각에 대하여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및 ‘Sample history’이고 이 3가
지 경우에 있어 피로 수명에 대한 그림들이다. 하중의 변화가 
극심한 ‘SAE bracket history’에서 보면, 그 최대 수명이 
Model A와 B에 대하여 3.3693×105, 1.2856×105Cycle로서 
그 수명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ample history’의 
경우는 Model A와 B, 둘다 2×107Cycle로서 가장 길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규칙 피로 하중들 중에서는 하중의 변화가 
극심한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가장 불안
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하중의 변화가 완만한 ‘Sample 
history’의 경우가 가장 안정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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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10 Contour plots of fatigue damage at model A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11 Contour plots of fatigue damage at model B

Model A와 B, 각각에 대한 Fig. 10 및 Fig.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등고선으로 된 피로 손상은 설계 수명을 사용 
가능 수명으로 나눈 것으로 등고선으로 나타냈다. 피로 손상이 
아주 적은 부분으로서 3가지 경우들을 공히 비교할 수 있다. 
Fig. 10 및 Fig 11에서 보면 (C)의 경우인 하중의 변화가 극심
한 ‘SAE bracket history’에서 최저 손상이 두 모델 A, B 각각 
2968, 7778.4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SAE transmission’
의 경우도 854, 3541.4임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손상의 
정도는 B 모델이 A 모델보다 2.6 내지 4배 정도 더 적어짐을 
볼 수 있다. 또한 하중의 변화가 완만한 ‘Sample history’의 경

우는 그 손상이 두 모델이 똑같이 50 정도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불규칙 피로 하중들 중에서는 하중의 변화가 극심한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경
향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하중의 변화가 완만한 ‘Sample 
history’의 경우가 가장 안정함을 보이고 있다.

Fig. 12 및 Fig. 13는 Model A와 B, 각각에 대한 임계 위치에 
대한 Rainflow 매트릭스들에 대한 그림들로서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Sample history’들의 3가지 불
규칙 진폭하중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Fig. 12, 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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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13 Plots of rainflow matrices at model B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12 Plots of rainflow matrices at model A

는 본 해석에 가해지는 하중 내역의 구성으로서 진폭 응력과 
평균 응력에 대한 그 빈도수들로서 그려지는데, z축은 주어진 
진폭 응력과 평균 응력에 대한 빈도수에 해당된다.

Fig. 12 및 Fig. 13에서 보면 Model A와 B 공히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에 있어 상대적인 손상은 평균응력이 
0 부근의 상태에서 최대의 빈도수가 둘 다 80 정도로서 상
대적인 손상을 많이 일으켜 어떤 다른 경우들보다는 더 파손

의 가능성이 더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ample history’
의 경우는 이 상태에서 최대의 빈도수가 둘 다 5정도로서 손상
을 가장 적게 일으켜 그 파손의 가능성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4 및 Fig. 15는 본 연구 모델인 A와 B의 파손에 
대한 임계 위치에서의 Damage 매트릭스들에 대한 그림들로서 
불규칙 진폭하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109사이클의 무한 수
명에 대한 상대적 손상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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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14 Plots of damage matrices at model A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15 Plots of damage matrices at model B

Fig. 14 및 Fig. 15에서 보면 Model A와 B 공히’Sample 
history’의 경우가 다소 안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 응력
이 국부적으로 0 Pa부터 -1011Pa이고 응력 진폭 0Pa부터 1010 
Pa에 있어서 최대 3%의 손상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의 
응력 상태가 파손의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 할 수 있었다. 그리
고 ‘Sample history’의 경우가 최대 0.6% 정도의 파손가능성
을 보이는 ‘SAE bracket history’나 ‘SAE transmission’의 경우

보다 6배의 파손의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바퀴의 모양에 따른 구조해석 및 피

로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결과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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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해석에서는 최대의 변형량은 모델 A와 B에서는 각각 
0.00012004m 및 0.00010712m 이고 최대의 등가응력은 첫 
번째 모델이 2.2191×108Pa, 두 번째 모델이 1.7796×108Pa
로서 각각 나타났으며 철도차량바퀴와 레일 맞닿는 아랫
면에서 가장 많은 변형과 응력이 발생했다. B인 두 번째 
모델이 10%이상 더 작게 걸려서 내구성 면에서 더 좋아짐
을 알 수 있다. 

(2) 최저 손상의 정도도 하중의 변화가 ‘SAE bracket history’
나 ‘SAE transmission’의 경우에 있어서 B 모델이 A 모델
보다 2.6 내지 4배 정도 더 적어짐을 볼 수 있다. 

(3) 불규칙 피로 하중들 중에서는 하중의 변화가 극심한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경향
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하중의 변화가 완만한 ‘Sample 
history’의 경우가 가장 안정함을 보이고 있다.

(4) ‘Sample history’의 경우가 다소 안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
으나 평균 응력이 0 Pa부터 -1011 Pa이고 응력 진폭 0 Pa부
터 1010 Pa에 있어서 최대 3%의 손상 가능성을 보여 ‘SAE 
bracket history’나 ‘SAE transmission’의 경우보다 6배의 
파손의 가능성이 크고 파손의 가능성도 많다고 예측 할 수 
있었다.

(5)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철도차량의 바퀴의 설계에 응
용한다면 그 파손 방지 및 내구성을 검토, 예측하는데 활용
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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