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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 전삭에 따른 차량 동적성능 분석

Analysis of Vehicle Dynamic Performance after Wheel Reprofiling

허현무*·안다훈·윤석순·최용운

Hyunmoo Hur·Dahoon Ahn·Suksoon Youn·Yongwoon Choi

1. 서 론

철도차량 차륜의 답면형상(profile)은 차량의 진동특성, 승차감과 같은 주행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차륜의 동적 주

행성능 확보와 유지보수 측면에서 차륜답면에 대한 삭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기검수 공정인 중수선 시에는 윤축을 대차로

부터 분리하여 차륜선반을 이용한 삭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운행 중에 차륜 플랜지마모나 박리, 찰상 등의 손상 발생으로 임시

삭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륜전삭기를 이용하여 윤축을 대차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차량 조립상태에서 차륜을 삭정하는 전삭

(reprofiling)이 진행된다. 이 경우 차륜삭정 공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경제삭정이 진행되고 있다. 즉 최소한의 차륜

삭정으로 차륜 수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삭정작업이 수행된다.

그러나 철도 현장에서는 차륜 전삭과 관련된 적정 전삭주기, 전삭용 차륜답면형상 개발, 전삭 후의 성능 검증 등과 같은 연

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고 주로 운영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전삭 공정이 시행되고 있어 체계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

다. 이와 관련하여 차륜 삭정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차륜 결함에 따른 삭정주기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1,2].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차륜 결함에 따른 적정 차륜 삭정주기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서 삭정에 따른 차량 진동, 승

차감, 주행안전성 등과 같은 동적 주행성능과 관련된 연구 사례는 없었다. 즉 적정한 차륜 삭정주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함

발생 주기뿐만 아니라 승객에 대한 양질의 승차감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차륜 삭정에 따른 동적성능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륜 적삭 전후의 동적 성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할

Abstract Wheel reprofiling is frequently conducted to remove faults such as flange wear, flat areas, and cracks that

occur in railway vehicle operation. We analyzed the dynamic performances of a vehicle before and after wheel reprofil-

ing to grasp the influence of reprofiling on the dynamic behavior of the vehicle. We measured the wheel profile of the

test vehicle and conducted a running test to analyze the vibration and comfort characteristics of the test vehicle. The

result of the test indicated that vibration of the test vehicle after wheel reprofiling was reduced compared to that before

wheel reprofiling. And, comfort level of the test vehicle after wheel reprofiling was improved by about 3dB laterally

and vertically. Consequently, the positive effect of wheel reprofiling on the dynamic performance of vehicle was veri-

fied.

Keywords : Wheel, Reprofile, Profile, Vibration, Comfort

초 록 철도차량 영업 운행 중 빈번히 발생하는 차륜 마모, 손상 등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차륜 전삭

공정과 관련하여 전삭 전후의 차량 동적성능을 분석하였다. 전동차를 대상으로 차륜 전삭 전후의 차륜답면형상을 계

측, 분석하였으며 진동 및 승차감 특성을 분석하고자 차량 주행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차륜 전삭 후 차량 진동

RMS값은 전삭 전에 비하여 저감되었으며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의거 분석한 차체 진동성능은 전삭 전에 비하여 개선

되었다. 승차감레벨은 전삭 전에 비하여 전삭 후 좌우, 상하방향 모두 최대 약 3dB의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주행안전

성 또한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차륜, 전삭, 답면형상, 진동, 승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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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륜 전삭 전후의 차량 동적 성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동차를 대상

으로 차륜 전삭 전후의 차륜답면형상을 계측 분석하였으며 차량 동적 성능과 관련된 차량 진동 및 승차감, 주행안전성을 분석

하였다.

2. 시험 개요

2.1 시험차

차륜 전삭 전후의 동적 성능 비교 분석을 위한 시험차로 도시철도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중 T1차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

험차의 차륜답면형상은 Fig. 1과 같이 국내 전동차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1/20구배 원추형 차륜답면형상이 적용되고 있다. 시

험차량은 중수선 시, 차륜선반에 의해 원형의 차륜답면형상으로 삭정한 이후 영업운전이 진행되었으며 전삭시점에서 차륜전삭

기에 의한 차륜 전삭이 이루어졌다. 전삭 요인은 차륜 표면 박리 발생이 원인이었으며 전삭시점에서의 중수선 차륜삭정 이후

누적주행거리는 157,624km였다. 차륜 전삭은 전동차 검사규정 중 차륜 전삭규정에 의거하여 경제삭정이 진행되었다[3]. Fig. 2

는 차륜전삭기에 의한 차륜 전삭장면을 나타낸다.

전삭 전후의 차륜답면형상 계측은 비접촉 차륜답면형상 측정장비인 Next-SENSE사의 Calipri-Wheel을 사용하였다. 본 장비

는 Fig. 3과 같이 비접촉으로 차륜의 답면형상을 측정하고 Fig. 4와 같이 플랜지두께, 플랜지높이, qR과 같은 차륜답면형상 치

수 분석이 가능한 휴대용장비로서 측정정밀도는 ±0.08mm 이하이다[4]. 

2.2 동적 성능 계측

차륜 전삭 전후의 진동 및 승차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량의 진동가속도를 계측하였다. 치량 진동 계측은 “철도차량 기

술기준 KRTS-VE-Part51-2014(R1) 도시철도차량 5.4.8 진동시험”과 “KS R 9216 철도차량 승차감 측정 및 평가방법”에 의거하

여 계측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진동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였다[5,6]. 진동가속도센서 설치위치는 시험규격에 명시된 차체 바닥

외에 윤축, 대차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차, 윤축에도 설치하였다. 시험구간은 시험차가 운용되는 도시철도구간 영업선로

Fig. 1. Wheel profile. Fig. 2. Wheel reprofiling.

Fig. 3. Measuring wheel profile. Fig. 4. Measured wheel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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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운전 구간 선형특성은 Fig. 5와 같다. 

그리고 시험차의 시운전 속도는 속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영업운용 속도로 동일하게 주행하게 하였다. Table 1은 시험

개요를 나타내며 Fig. 6~Fig. 7은 시험차량에 설치한 진동가속도센서 위치와 데이터 계측시스템을 나타낸다.

Fig. 5. Shape of the test track.

Table 1. Test outline.

Measurement 

system

- Data acquisition system

- Accelerometer : ±2G, ±10G, ±50G

- Speed sensor

 Test spec.
-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urban railway vehicles (KRTS-VE-Part51 -2014(R1))

- KS R 9216 Railway rolling stock - Test and evaluation method for passenger comfort

Fig. 6. Accelerometer on test vehicle.

Fig. 7. Data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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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륜답면형상 분석

차륜 전삭 전후의 차륜답면의 형상을 분석하고자 시험차 차륜의 답면형상을 측정하였다. Fig. 8은 시험차 차륜 8개에 대하여

전삭 전후에 측정한 답면형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점선은 전삭 전 측정한 마모된 차륜답면형상을 나타내며 실선은 전삭 후 측정한 차륜답면형상이다. 전삭 후의 형상

을 보면 시작점에서 형상이 전삭 전에 비하여 W1~W6는 동일하나 W7, W8은 상이하다, 이는 차량내 차륜 직경차 기준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W7, W8 차륜의 플랜지 삭정을 최소화함에 비롯된 결과이다. 즉 타 차륜에 비하여 플랜지뚜께를 작게 설정함

에 따라 전삭 프로파일이 시작점으로 이동된 결과이다.

차륜답면형상 마모와 관련된 플랜지두께 FT(mm), 플랜지높이 FH(mm), qR과 같은 차륜답면형상의 주요 치수를 분석하기 위

하여 Fig. 9와 같은 차륜답면형상에 대한 치수 좌표계를 적용하였다. Fig. 10은 플랜지두께를 비교 분석한 그림이다. 전삭 전에

는 플랜지 마모로 인하여 플랜지두께가 최대 33.4, 최소 31.0, 평균 32.4임에 비하여 전삭 후에는 최대 34.6, 최소 32.5, 평균

33.8임에 비하여 플랜지두께가 증가하였다. Fig. 11과 같이 플랜지높이는 전삭 전에는 최대 26.6, 최소 25.9, 평균 26.2임에 비

하여 전삭 후에는 최대 25.9, 최소 25.7, 평균 25.8임에 비하여 플랜지높이가 감소하였다. 또한 플랜지 직립마모 정도를 나타내

는 qR은 Fig. 12와 같이 전삭 전에는 최대 10.1, 최소 7.8, 평균 8.7임에 비하여 전삭 후에는 최대 10.4, 최소10.2 평균 10.3으

로 증가하였고 그 값도 균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차륜 전삭 전 마모 차륜답면의 경우에는 플랜지 마모로 인하여 플랜지두께, qR이 감소하고 플랜지높이는 증가하며 그

값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7]. 반면, 차륜 전삭 후의 차륜답면형상 치수는 원형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Fig. 13과 같이 중수선 시 차륜선반으로 삭정한 차륜답면형상을 측정한 샘플의 치수를 보면 플랜지두께 34.7,

플랜지높이 25.7, qR 10.2로서 전삭 후의 차륜답면형상 치수는 이와 근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륜 전삭 후 차륜답면형상

치수는 경제삭정으로 원형의 차륜답면형상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삭 전에 비해선 원형의 차륜답면형상 치수에 근접하게 삭정

되었다고 사료된다.

Fig. 8. Measured wheel profile.

Fig. 9. Wheel profil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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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동적 특성 분석

4.1 차량 진동특성

Fig. 14와 Fig. 15는 각 각 차륜 전삭 전후 시험차 영업선로에서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1KHz 샘플로 취득한 윤축, 대차, 차체

진동가속도 시험데이터이다. 시험데이터 중 최고 운행속도인 80km/h 주행 시의 진동가속도 Raw data에 대한 RMS값을 비교하

면 Table 2와 같다. 차륜 전삭 후의 차량 각 부의 진동가속도 RMS값은 전삭 전에 비하여 크게 저감됨을 볼 수 있다. 특히, 상

하방향 보다는 좌우방향 진동이 크게 저감되고 있다. 전삭 전에 비하여 전삭 후 윤축, 대차, 차체의 좌우 진동 RMS값은 각 각

42.7%, 26.4%, 32.4% 저감되었다. 그리고 Fig. 16~Fig. 21은 윤축, 대차, 차체 진동가속도에 대한 주파수분석 결과로서 전삭 후

의 주파수 크기가 전삭 전에 비하여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차체 좌우진동의 경우 1~2Hz 부근에서의 진동 저감효과가 크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차체 좌우방향 공진모드 영역이어서 피크치 저감에 의한 진동 및 승차감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8].

차체 진동에 대한 진동수준 평가를 위하여 “철도차량 기술기준 KRTS-VE-Part51-2014(R1) 도시철도차량 5.4.8 진동시험”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측정 데이터를 10Hz 저역필터 처리 한 후, 전 시험데이터 구간에 대하여 100m 단위의

소구간으로 나누고 각 각의 소구간에 대하여 속도와 진동가속도 값의 전진폭(peak-peak) 최대값을 구한다. 그리고 각 속도 구

간별 전진폭 최대값에 대하여 통계처리하여 최대값과 평균값을 구하고 “불량(poor)”, “주의(careful)”, “보통(moderate)”, “양호

(good)”, “우수(excellent)”의 5개 구간의 진동수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Fig. 22는 차체 좌우방향 진동을 분석한 각 속도별 전진폭 최대값이며 Fig. 23은 전진폭 평균값이다. 전삭 전의 좌우방향 진

동 수준을 보면 최대값이 “주의”, 평균값이 "보통" 수준임을 보이고 있음에 비하여 전삭 후에는 진동최대값은 “보통”수준으로

개선되었고 평균값은 “보통" 수준으로 전삭 전과 같은 수준이나 그 크기가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10. Wheel flange thickness.

Fig. 12. qR.

Fig. 11. Wheel flange height.

Fig. 13. Measured wheel profile sample after wheel machining

using wheel l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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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와 Fig. 25는 차체 상하방향 진동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전삭 전의 상하방향 진동 수준을 보면 최대값은 “주의”, 평

균값은 “보통” 수준임에 비하여 전삭 후에는 최대값 “보통”, 평균값 “양호” 수준으로 1단계 개선된 진동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

히 좌우, 상하방향 모두 영업 최고속도인 80km/h 주행 시의 진동 저감 효과는 다른 속도 대역에 비하여 우수하게 나타나 80km/

h 주행 시만 보면 전삭 후에는 “우수”구간에 해당하는 진동 수준을 보여 전삭에 따른 진동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차륜이 마모된 경우, 차륜의 플랜지 형상 변화로 인하여 차량의 횡방향 진동성능을 악화시키며 찰상, 박리 와 같이 차

Fig. 14. Acceleration test data (Worn profile). Fig. 15. Acceleration test data (Reprofiling).

Table 2. Vibration level(RMS) at maximum speed. (unit : m/s2)

Axle - lateral Axle - vertical Bogie - lateral Bogie - vertical Body - lateral Body - vertical

 Worn profile 5.293 4.583 0.645 1.159 0.432 0.572

 Reprofiling 3.035 3.423 0.475 1.070 0.292 0.413

 Reduction(%)  42.7  25.3  26.4 7.7  32.4  27.8

Fig. 16. Frequency analysis for lateral acceleration of the axle. Fig. 17. Frequency analysis for vertical acceleration of the a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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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Frequency analysis for lateral acceleration of the bogie.

Fig. 20. Frequency analysis for lateral acceleration of the car-body.

Fig. 22. Lateral vibration level (max.).

Fig. 19. Frequency analysis for vertical acceleration of the bogie.

Fig. 21. Frequency analysis for vertical acceleration of the car-

body.

Fig. 23. Lateral vibration level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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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면 차륜의 수직방향 진동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9]. 따라서 전삭으로

인하여 차륜답면형상의 복원과 표면 결함 제거로 좌우, 상하방향 진동성능은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2 승차감특성

전삭 전후, 차체 승차감 변화를 분석하고자 승차감을 평가하였다. 승차감 평가는 “KS R 9216 철도차량 승차감 측정 및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승차감레벨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측정한 차체 진동가속도 데이터에 대하여 Fig. 26과 같이 인체 감각보

정함수인 좌우방향, 상하방향 승차감 필터를 처리한 후 소구간별로 RMS값을 구하여 dB 단위의 승차감레벨로 산출하는 방법이

다. 승차감레벨 수준은 Table 3과 같이 “매우 우수(very good comfortable)”, “양호(good comfortable)”, “보통(not uncom-

fortable)”, “조금 불편함(a little uncomfortable)”, “불편함(uncomfortable)”, “매우 불편함(very uncomfortable)”, “극히 불편함

(extremely uncomfortable)”까지 7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승차감 분석구간은 시험차가 출발하여 정차할 때까지 총 15개 구간의

소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와 Fig. 27, Fig. 28은 전삭 전후, 차체 좌우방향, 상하방향에 대한 승차감레벨 평가 결

과이다.

좌우방향 승차감은 전삭 전 마모 차륜답면형상의 경우, 최대 105.2dB, 평균 101.57dB이었으며 가장 취약한 구간은 “보통” 수

준 구간으로 1구간에서 나타났다. 전삭 후의 승차감은 최대 102.69dB, 평균 100.32dB로 최대 2.91dB, 평균 1.25dB 승차감이

향상되었다. 또한 전삭 후 가장 취약한 구간의 승차감은 “양호” 수준으로 전삭 전 “보통” 수준의 승차감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

다.

상하방향 승차감은 전삭 전 마모 차륜답면형상의 경우, 최대 108.42dB, 평균 103.04dB이었으며 가장 취약한 구간은 “보통”

수준 구간으로 3개 구간이었다. 전삭 후의 승차감은 최대 106.32dB, 평균 101.70dB로 최대 3.22dB, 평균 1.35dB 승차감이 향

Fig. 24. Vertical vibration level (max.). Fig. 25. Vertical vibration level (mean).

Fig. 26. Comfort weighting filter.

Table 3. Comfort criteria.

Level Evaluation

 ~ 100dB Very good comfortable

100dB ~ 105dB Good comfortable

105dB ~ 110dB Not uncomfortable

110dB ~ 115dB A little uncomfortable

115dB ~ 120dB Uncomfortable

120dB ~ 125dB  Very uncomfortable

125 ~ Extremely un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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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다. 또한 전삭 후 가장 취약한 구간의 승차감은 “보통” 수준이나 전삭 전 “보통” 수준의 승차감 구간이 3개 구간임에 비

하여 1개 구간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차륜 전삭으로 인한 승차감레벨은 좌우, 상하방향 모두 최대 약 3dB 정도의 승차감 개

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4.3 주행안전성 평가

전삭 전후 최고속도 주행 시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주행안전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IC 518 OR

“Testing and approval of railway vehicl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dynamic behaviour - Safety - Track fatigue -

Running behaviour”의 Simplified method 를 준용하였으며 대차와 차체 진동가속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10]. 

Fig. 29~Fig. 31은 대차 좌우진동, 차체 진동에 대한 주행안전성 평가 결과이다. 전삭 전 대차 좌우진동, 차체 좌우, 상하진동

에 대한 대표값은 각 각 1.69m/s2, 1.07m/s2, 1.06m/s2 임에 비하여 전삭 후에는 1.36m/s2, 0.75m/s2, 0.93m/s2으로 저감되었다.

또한 대차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대차불안정 평가결과도 Fig. 32와 같이 전삭 전 0.35m/s2에서 전삭 후 0.25m/s2로 저감되었

다. 따라서 차륜 전삭으로 인한 차량의 주행안전성은 전삭 전에 비하여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4. Comfort level. (unit: dB)

Section
Lateral Vertical

Worn profile Reprofiling Reduction Worn profile Reprofiling Reduction

 1  100.70 99.32 1.38  102.51  101.75 0.76

 2  100.13 98.69 1.44  101.49  101.16 0.33

 3  101.67  101.92  -0.25  102.01  100.96 1.05

 4 98.39 98.04 0.35  100.10  98.54 1.56

 5  104.28  102.13 2.15  105.27  103.40 1.87

 6  105.20  102.42 2.78  107.20  104.91 2.29

 7  100.26 99.49 0.77  101.43  101.29 0.14

 8  103.37  102.69 0.68  102.12  102.52  -0.40

 9  101.78  100.32 1.46  104.00  103.10 0.90

10  102.57 99.66 2.91  104.11  102.35 1.76

11  104.05  102.12 1.93  108.42  106.32 2.10

12  101.55  99.90 1.65  102.42  101.20 1.22

13  102.43  101.89 0.54  102.57  99.35 3.22

14 98.11 97.22 0.89  100.65 98.61 2.04

15 99.05 98.98 0.07  101.37  100.00 1.37

 max.  105.20  102.69 2.91  108.42  106.32 3.22

 mean  101.57  100.32 1.25  103.04  101.70 1.35

Fig. 27. Lateral comfort level. Fig. 28. Vertical comfor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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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철도차량의 주행성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차륜 전삭 전후의 차량 동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동차를 대상으로 차

륜 전삭 전후의 차륜답면형상을 계측, 분석하였으며 실선로 주행시험을 통하여 차량 진동 및 승차감 영향을 분석하였다.

차륜 전삭 후 최고속도 주행 시, 윤축, 대차, 차체 진동가속도에 대한 RMS값은 전삭 전에 비하여 저감되는 경향을 보여 차

체 좌우 진동의 경우 32.4%, 상하 진동은 27.8% 저감되고 있다.

“철도차량 기술기준 KRTS-VE-Part51-2014(R1) 도시철도차량 5.4.8 진동시험”에 의거하여 차체 진동을 분석한 결과, 좌우방

향의 경우 전삭 전 최대값 “주의”, 평균값 “보통” 수준에서 전삭 후 최대값 “보통”, 평균값 “보통”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상하

방향의 경우 전삭 전 최대값 “주의”, 평균값 “보통” 수준에서 전삭 후 최대값 “보통”, 평균값 “양호” 수준으로 개선된 진동특성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좌우, 상하방향 모두 최고속도인 80km/h 주행 시의 진동 저감 효과는 다른 속도 대역에 비하여 우수하게

나타났다.

“KS R 9216 철도차량 승차감 측정 및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승차감레벨을 분석한 결과, 좌우방향 승차감은 차륜 전삭으로

인하여 최대 2.91dB, 평균 1.25dB 승차감이 향상되었다. 가장 취약한 구간은 전삭 전 “보통” 수준 구간이 1개 구간이었으나 전

삭 후에는 모두 “양호” 수준으로 “보통” 수준의 승차감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하방향 승차감은 전삭 전에 비하여 최대

3.22dB, 평균 1.35dB 승차감이 향상되었다. 또한 전삭 후 가장 취약한 구간의 승차감은 “보통” 수준이었으나 전삭 전 3개 구간

에서 1개 구간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차륜 전삭으로 인한 승차감 개선 효과는 확인되었으며 좌우, 상하방향 모두 최대 약

3dB 정도의 승차감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최고속도 주행 시 UIC 518 OR 규격에 의거한 주행안전성 평가 결과, 차륜 전삭으로 인한 차량의 주행안전성은 전삭 전에

비하여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Fig. 29. Safety (bogie lateral acc.).

Fig. 31. Safety (body vertical acc.).

Fig. 30. Safety (body lateral acc.).

Fig. 32. Instability (bogie lateral acc.).



차륜 전삭에 따른 차량 동적성능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5호 (2016년 10월) 575

향후에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차륜 전삭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차량 동적 성능을 고려한 적정 전삭주

기 도출이나 전삭용 최적 차륜답면형상 개발과 같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명: 16RTRP-B067983-04)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M.S. Kim, J.S. Koo, H.S. Lee, S.J. Kwon (2005) Study on the efficient maintenance of wheel for high speed train, Proc.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Seoul, pp. 26-33.

[2] E.S. Kim, S.T. Won, S.J. Kwon (2009) A study on the efficient maintenance of wheel regarding to wear phenomena and damage anal-

ysis of wheel for urban train, Proc.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Jeju, pp. 786-792.

[3]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2015) Inspection Regulations for EMU. 

[4] www.nextsense.at/en/calipri/applications-solutions/wheelset-measurement/wheel-profile-measurement-device.php (Accessed 15 Septem-

ber 2016)

[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Urban Railway Vehicles, KRTS-VE-Part51-

2014(R1).

[6]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00) Railway rolling stock - Test and evaluation method for passenger comfort, KS R 9216. 

[7] H.M. Hur, C.W. Lee, S.T. Kwon, C.H. Yoon (2003) Analysis on the wear patterns of wheel profiles for conventional line, Proc. Con-

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Busan, pp. 651-655.

[8] S. Iwniicki (2006) Handbook of Railway Vehicle Dynamics, CRC Press, Florida, pp. 382-384.

[9] R. Lewis, U. Olofsson (2009) Wheel-rail interface handbook, CRC Press, Florida, pp. 456-457.

[10]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2009)  Testing and approval of railway vehicl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dynamic behaviour -

Safety - Track fatigue - Running behaviour, UIC 518 OR 4th Edition.

(Received 4 July 2016; Revised 11 August 2016; Accepted 5 October 2016)

Hyunmoo Hur: hmhur@krri.re.kr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360-1 Woram-Dong, Uiwang-Si, Gyeongi-Do 437-757, Korea

Dahoon Ahn: dhahn@krri.re.kr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360-1 Woram-Dong, Uiwang-Si, Gyeongi-Do 437-757, Korea

Suksoon Youn: suksony@hanmail.net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346 Cheonhodaero, Seongdong-gu, Seoul, Korea

Yongwoon Choi: choiongun2004@hanmail.net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346 Cheonhodaero, Seongdong-gu, Seoul,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