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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평가 기법

 

기존선을 통과하는 고속차량의 적절한 주행속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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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Korea Train eXpress) is the first high-speed train operated in Korea and its highest speed 

reaches 300 km/h. Korean high-speed trains are mostly operated on the railroads exclusively 

designed for high-speed trains, but the sections of Seoul~Gwangmyeong, nearby of Daejeon 

station and Dongdaegu are operated on the existing tracks having the speed less than 150 km/h. 

With this paper, we’d like to analyze the lateral force that occurs between the wheels and the rail 

when high-speed trains were operated on the existing track section to suggest an appropriate 

driving speed for high-speed trains. As the rigid wheel base of the high-speed train is 3m which is 

about 50% longer than normal vehicles, it works as an advantage for high-speed driving. 

However, as the lateral force becomes higher than normal vehicles when driving on curves, plans 

to reduce wear-outs on the wheel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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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유일한 고속열차인 

KTX는 1992년 6월 30일에 선로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하였다. 영업

최고속도는 300 km/h이며, 직선구간에서는 이보다 

속도를 더 낼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열차 설

계의 기본 개념은 프랑스에서 오랜 동안 운행하여 

입증된 TGV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1 우리나라의 고속철도가 운행

하는 선로는 대부분 고속 전용선이지만, 서울역에

서 광명역까지의 구간과 대전역과 동대구역의 기

존선 연결선 구간은 최고속도 150 km/h 정도로서 

일반열차와 같이 운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차량이 기존선 구간을 운행할 때 차륜과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횡압을 분석하여 고속철

도차량의 효율적인 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속철도차량의 고정축거는 3 m 로서 일반차량보

다 약 50 % 정도 길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고속주

행에는 유리하지만, 곡선 주행 시에는 일반차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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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횡압이 작용하여 차륜의 마모저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시험방법 

 

2.1 개요 

본 시험은 KTX-산천 차량의 곡선추종성을 평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횡압을 측정하는 

윤축은 주행 중 궤도나 차량의 특성에 의한 영향

이 가장 큰 열차 진행방향의 최전부 차량 및 최전

부 윤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성된 

열차에서 두 번째 차량의 첫 번째 대차로 하였다.2 

이것은 동특성 이론해석결과를 근거로 주행안전성

이 가장 취약한 위치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3 곡

선추종성을 평가하기 위한 횡압 측정은 차량의 운

용상태, 주행하는 선로조건, 차량에 적재된 하중조

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본선 시

운전시 실제 선로에서 차량의 주행 중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횡압 및 윤중의 측정은 차륜

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정비 및 교정한 

윤축을 차량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2.2 평가기준 

윤중이란 레일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의

미하며, 윤중감소량으로 주행안전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정적인 윤중이 차량의 자중만큼만 검출된다

면 횡압은 ‘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이 

주행하게 되면 윤중감소가 발생하고 아울러 차륜 

플랜지와 레일의 접촉으로 횡방향 하중이 발생하

는데 이것을 횡압이라고 부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횡압이 윤중보다 커지게 되면 탈선의 위험성은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차륜의 횡압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레일이 지지하지 못하고 넘어 

가거나(roll over), 옆으로 밀리는 현상(shift)에 의해 

차량이 탈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궤도

에 작용하는 수직력과 연계된 횡압허용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궤도구조 및 강도에 따라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횡압은 주로 곡선 통과시의 초과

원심력에 의한 외궤측에서의 횡압과 차량의 좌우

진동(Rolling, Yawing)에 의한 횡압으로 대별되고 

보통 측정하는 횡압은 이들이 혼합된 것이다. 횡

압의 허용한도는 측정 전구간에서 일정치 이상의 

횡압과 일정치 이하의 윤중을 읽고 이것에 대응하

는 횡압도 함께 읽어 기준에 적용한다. 본 연구에

서는 Fig. 2와 같이 UIC 518에 근거한 철도차량 안

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1축당 횡압은 (축

중/3 + 10)를 허용한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4 

 

3. 본선주행시험 

 

3.1 시험준비 

측정용 윤축은 KTX-II 편성차량의 두 번째 차

량 첫 번째 대차에 조립되어 주행 시 윤중과 횡압

을 동시에 측정하게 된다. 측정용 윤축의 제작은 

곡선추종성과 주행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횡압은 

차륜면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윤중은 차륜

면이 곡면이므로 차륜의 절단면에서 측정하는 것

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차륜면에 구멍을 가공하

여 그 단면에서 윤중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측정방법이다.5 윤중의 측정위

치는 횡압의 간섭이 최소이면서 수직압이 크게 발

생하여야 하므로 가공되는 구멍의 위치가 이 위치

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윤축의 유

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였다.3,6 

이 위치는 수직하중 작용 시 최대의 수직방향 변

형이 발생하고 수평하중 작용 시 최소의 수직방향 

변형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윤중을 측정하고, 수직

하중 작용 시 최소의 수평방향 변형이 발생하고 

수평하중 작용 시 최대의 수평방향 변형이 발생하

Fig. 1 Position of measuring wheel-set 

 

Fig. 2 Allowance limit of later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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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이다. 구조해석과 정하중 시험을 통하여 

최종 결정된 위치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고 

브릿지 회로를 구성하여 교정시험을 실시하였다. 

윤중과 횡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륜이 1회전할 

때마다 1개의 사인파를 얻는 간헐법을 채택하였다. 

Fig. 3은 브릿지 회로를 구성하고 텔레메트리 전원

을 연결하는 장면이며, Fig. 4는 완성된 윤축에 대

하여 횡압을 교정하는 장면이다. 

 

3.2 시험결과 

측정용 윤축을 차량에 조립하여 실제 선로를 

주행하면서 최고속도 333 km/h까지 시험을 실시하

였다. 시험은 2009년 10월 15일과 16일에 경부선 

서울역부터 서대전역까지의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주행시험을 실시한 구간은 열차가 실제로 운행하

는 선로로서 직선과 곡선이 불규칙적으로 혼재된 

영업선로구간이었다. 측정용 윤축은 편성열차의 

앞쪽에 위치할 때 전위 축(Leading axle)이 되며 반

대방향으로 진행할 때에는 후위 축(Trailing axle)이 

된다. 본 시험에서는 경부선 상행 운행조건은 전

위 축이며, 경부선 하행 운행조건은 후위 축이 되

었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전위 축으로 주행한 상행선이 후위 축 조

건인 하행선보다 열악하게 나타났으므로 상행선의 

시험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은 기존선과 고속선에서 발생하는 횡압

Fig. 3 Connection of wheatstone bridge & telemetry 

 

Fig. 4 Calibration of lateral force for measuring wheel-

set 

Table 1 Comparison of lateral force 

Track 
Lateral Force (ton)

Mean Max. 

Conventional

line 

Left side 0.344 4.355 

Right side 0.426 4.637 

High speed 

line 

Left side 0.004 2.910 

Right side 0.005 3.259 

 

Fig. 5 Test results of up line running distance 

 

Fig. 6 Test results of down line runn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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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한 결과이고, 상 · 하행선을 비교하여 이동

거리에 따른 측정결과를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

으며, Fig. 7과 Fig. 8에 기존선과 고속선의 횡압을 

나타낸 것이다. 

 

4. 결론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기존선 구간에서의 횡

압은 고속선에 비하여 최대값은 1.4~1.5배, 평균값

은 85~86배로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횡압의 크기는 기존선 구간을 주행할 때에 

차륜의 직립마모기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의

미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도심 구간의 고속

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존선 

구간의 최적 운행속도를 재검토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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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ateral force of high speed 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