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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상스프링 노화에 따른 탈선안전도 영향 분석

Analysis of Influence on Derailment due to Primary Spring Aging

허현무*·신유정·유원희·박준혁

Hyunmoo Hur·Yujeong Shin·Wonhee You·Joonhyuk Park

1. 서 론

철도차량은 레일 위를 상시 접촉하며 주행하여야 하나 분기기 구간과 같이 급격한 선형 및 구배 변동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는 차륜의 윤중 감소에 의한 탈선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2축대차가 정상적인 선로를 주행할 경우, 대차 내 4개

의 차륜이 레일에 상시 접촉하고 윤중이 균일하게 분포하여 차륜 레일간 4점 접촉의 안정된 거동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급격한

선형 및 구배 변동이 일어나는 천이구간에서는 차륜 레일간 3점 접촉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천이구간에서 캔트나 완화곡선 길이 변화에 대한 충분한 체감율이 적용되지 않은 선로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

된 요인과 차량 축상지지장치의 상하방향 특성에 기인한 요인이 있다. 특히 1차현가장치 축상스프링의 노화로 인한 스프링 복

원기능이 저하되면 천이구간 주행 시 차륜 들림현상으로 인하여 차륜 레일간 3점 접촉현상이 발생하여 윤중감소로 인한 탈선

안전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1]. 최근 철도차량에서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1차현가 축상고무스프링의 경우, 장기간 사용으로 인

한 노화로 크립이 증가하고 경화되어 축상스프링 상하방향 복원기능이 현저히 저하하여 탈선 안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축상스프링 노화로 인한 차량 탈선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노화 축상스

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on derailment safety according to the aging of primary rubber springs

widely applied to railway vehicles, characteristic tests were carried out on aged primary rubber spring samples. To ana-

lyze the effect of primary rubber spring aging on derailment safety, a vehicle dynamic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e vertical characteristics test for the rubber spring specimens with 17 years of service life revealed that the

displacement restoration function was degraded due to rubber aging and the spring stiffnes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sults of the running dynamic analysis simulating the twist track running in accordance with the EN14363 standard,

compared with the normal vehicle model (Case 1), showed that the derailment coefficient and the wheel unloading of

the vehicle model (Case 2) using the aging primary spring characteristic increased, and the derailment safety was

degraded.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derailment safety due to the reduction of the wheel load is weak in the

transient section where a steep slope change occurs.

Keywords : Primary rubber spring, Aging, Derailment, Wheel unloading, Safety

초 록 철도차량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축상고무스프링의 노화에 따른 탈선안전도 영향을 분석하고자 노화 축상

고무스프링 시료를 대상으로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축상고무스프링 노화가 탈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주행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연수 17년이 지난 롤고무 축상스프링 시료를 대상으로 한 상하방향

특성시험결과, 고무 노화로 인하여 변위 복원기능이 저하되었고 스프링강성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EN14363규

격 적용 twist궤도 주행 시를 모사한 주행동특성 해석결과, 정상 차량모델(Case1)에 비하여 노화 축상스프링 특성을 적

용한 차량모델(Case2)의 탈선계수와 윤중감소가 증가하여 탈선안전도는 저하하였다. 특히 급격한 선형 변동이 발생하

는 천이구간 주행 시 윤중감소로 인한 탈선안전도는 취약하게 나타났다.

주요어 : 축상고무스프링, 노화, 탈선, 윤중감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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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 시료 샘플을 대상으로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적용한 천이구간 주행 시 차량 주

행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여 탈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노화 축상스프링 특성시험

2.1 시험 개요

축상스프링 노화에 따른 스프링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노화 축상스프링 시료 샘플을 대상으로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축상

스프링은 국내 전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롤고무 축상스프링 형식으로 형상은 Fig. 1과 같다. 축상스프링 시료는 차량 제작 이후

교환실적이 없는 사용연수 17년이 지난 노화된 시료를 샘플로 선정하였으며 차량 2량분 총 32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시험을 수

행하였다. Fig. 2는 본 시험에 사용한 노화 축상스프링 시료를 나타낸다. 

특성시험은 윤중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료의 상하방향에 대하여 하중-변위특성을 시험하였으며 시험장치는 철도차량 현가요

소 전용 시험장치인 스프링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스프링시험기는 Fig. 3과 같이 철도차량 1차 2차현가장치에 적용되고 있는 코

일스프링, 고무스프링, 공기스프링, 부쉬류와 같은 현가요소의 특성과 성능을 시험, 평가하기 위한 전용 시험장비이다. 유압액추

에이터, 제어기, 오일펌프,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본 시험에 사용한 수직방향 유압액추에이터의 성능은 최대하중 40ton, 최

대변위 300mm, 동적성능 10mm(2Hz)이다. 

Fig. 1. Primary suspension with roll rubber spring. Fig. 2. Roll rubber spring.

Fig. 3. Spring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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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성시험 결과

노화 축상스프링 시료에 대한 특성 시험항목과 기준은 Table 1과 같다. 시료와 관련된 표준 규격은 미비하며 제작 당시의 축

상스프링 제작 도면에 자유고, 특정하중에서의 높이 및 변위, 스프링강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의

거하여 시료에 대한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시험데이터 사례로서 시료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를 나타내며 총 32개의

시료에 대하여 시험한 시험결과는 Table 2와 같다. 

Fig. 5에서와 같이 자유고 시험결과는 최대 240.5mm, 최소 228mm, 평균 234.8mm로 모두 기준치인 277mm 이하로 나타나

크립량 변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Fig. 6은 하중 2,173kgf에서의 스프링높이 시험결과이다. 최대 218mm, 최소 209.2mm,

평균 214mm로 모두 기준치인 275±3mm 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며 기준치 하한(222mm) 이하의 시험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7은 하중 2,173kgf에서 4,855kgf까지의 스프링 변위 시험결과이다. 최대 11.9mm, 최소 7.7mm, 평균 9.5mm로 모두 기준치인

Table 2. Test results for aged primary spring.

Spring 

No.

Free height

(mm)

Height at 

2173kgf 

(mm)

Deflection 

2173~4855kgf 

(mm)

Stiffness

(kg/mm)

Spring 

No.

Free height

(mm)

Height at 

2173kgf 

(mm)

Deflection 

2173~4855kgf 

(mm)

Stiffness

(kg/mm)

1 237.5 214.5 7.7 172 19 237.0 215.4 10.2 167

2 229.5 212.5 8.8 189 20 240.5 217.6 11.8 157

3 228.0 210.6 8.4 200 21 238.5 216.4 11.1 162

4 234.0 213.4 9.6 171 22 236.5 214.8 11.0 161

5 240.5 216.4 10.0 163 23 238.5 214.3 10.4 173

6 231.5 210.6 8.6 186 24 235.0 214.0 10.5 169

7 231.5 212.6 8.7 186 25 234.0 216.1 9.4 177

8 228.0 211.6 8.8 191 26 232.5 211.3 8.6 181

9 233.0 212.4 9.3 180 27 234.0 214.7 9.1 173

10 232.0 211.3 9.3 182 28 239.0 216.2 9.4 160

11 233.0 210.9 8.4 177 29 230.0 212.4 8.1 199

12 240.0 217.0 10.7 167 30 234.5 214.6 8.9 171

13 238.5 216.2 9.7 184 31 231.5 212.2 8.7 186

14 237.0 214.6 9.6 170 32 236.5 215.2 9.8 167

15 230.0 209.2 8.0 195 mean 234.8 214.0 9.5 175.2 

16 234.0 213.8 9.5 177 max. 240.5 218.0 11.9 200.0 

17 239.0 216.2 10.9 154 min.. 228.0 209.2 7.7 154.0 

18 239.0 218.0 11.9 158 criteria < 277 225±3 25±3 70±10.5

Table 1. Test item.

Test Criteria

Free height (mm) < 277

Height at 2,173kgf (mm) 225±3

Deflection from 2,173 to 4,855kgf (mm) 25±3

Stiffness (kgf/mm) 70±10.5

Fig. 4. Deflection-load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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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mm 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며 기준치 하한(22mm) 이하의 시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8은 스프링 상하방향 강성 시험

결과로서 최대 200kgf/mm, 최소 154kgf/mm, 평균 175.2kgf/mm로 모두 기준치인 70±10.5kgf/mm 기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제

작사양 기준 70kgf/mm와 비교하면 최대 2.9배. 최소 2.2배. 평균 2.5배의 강성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용연수 증가에 따

른 노화로 인하여 롤고무가 경화되어 변위 복원기능이 저하됨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3. 천이구간 주행 시 동특성 해석

3.1 해석 개요

축상스프링 노화에 따른 탈선 안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행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차량 인수시험

시 궤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천이구간 주행 시의 주행안전성을 분석하기 성능시험 규격으로 적용되고 있는 “EN14363

Railway applications - Testing for the acceptance of running characteristics of railway vehicles - Testing of running behaviour

and stationary tests”의 4.1 Safety against derailment for railway vehicles running on twisted track에 의거하여 천이구간 주행

시 차량주행 모사 해석을 수행하였다[5]. 

주행 동특성 해석을 위한 해석프로그램은 철도차량 다물체동역학 전용 해석프로그램인 VAMPIRE(Vehicle dynAmic Modelling

Package In a Railway Environment)를 사용하였다. 차량모델은 도시철도차량 1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 전동차 모델

(Case1)과 노화 축상스프링 특성을 가정한 전동차 모델(Case2)의 2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차량모

델에 대한 주요 물성치를 나타낸다. 

Fig. 5. Test results of free height. Fig. 6. Test results of height at 2,173kgf.

Fig. 7. Test results of deflection at 2,173~3,855kgf. Fig. 8. Test results of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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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모델은 EN14363 4.1.3.1에 명시된 Twisted test track 모델과 급곡선 구간인 곡률반경 200m인 R200 궤도모델로 가정하

였다. Fig. 9는 Twisted test track 궤도모델의 선형으로 곡률반경 150m인 곡선 중간에 구배 3‰의 캔트 변화가 있는 천이구간

이 삽입되어 있어 천이구간 주행 시 윤중감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궤도모델이다. 그리고 노화 축상스프링 특성변화에 의한

순수한 윤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궤도틀림은 설정하지 않았다. R200 궤도모델은 저속 이상의 영업속도에서의 주행안

전성을 검토하고자 on-track test의 여러 시험조건 중 급곡선 통과 시를 가정한 궤도모델로서 실궤도 중 R200 곡선에 해당하는

구간을 샘플링하여 모델링하였으며 Fig. 10과 같다. 

해석 시 Twisted test track 차량 주행조건은 주행 중 윤중변화 특성 분석에 목적을 두어 시험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방법

중 stationary test에 해당하는 저속으로 주행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차량의 속도로 인한 종방향 관성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저

속인 10km/h의 속도로 twist 궤도를 주행하도록 모사하여 차량 전부대차 4개 차륜의 윤중, 윤중감소, 탈선계수 등을 해석하였

다. 또한 R200 곡선구간 주행 시는 실 영업운행 속도 조건을 가정하여 55km/h로 주행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3.2 탈선 안전도 분석

Fig. 11~Fig. 18은 EN14363의 Twisted test track 궤도모델 주행 시 차량 주행동특성 해석결과를 나타내며 Table 4는 각 차륜

에 대한 윤중 최댓값, 최솟값, 윤중감소, 탈선계수 최댓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Fig. 11과 Fig. 12는 각 각 Case1, Case 2 차량모델에 대한 윤중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윤중은 정상차량 모델인 Case 1에 비

하여 노화 축상스프링 특성이 적용된 Case 2에서 최대, 최솟값 간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윤중 최댓값은 전위좌측 차

Table 3. Specifications of the vehicle model.

Parameter Specification

Mass of carbody(kg) 18,062

Mass of wheelset(kg) 1,637

Mass of bogie frame(kg) 2,394

Moment of inertia of carbody(kgm2): roll/pitch/yaw 41,500 / 545,700 / /545,000

Moment of inertia of wheelset(kgm2): roll/pitch/yaw 844 / 244 / 844

Moment of inertia of bogie(kgm2): roll/pitch/yaw 970 / 1,197 / 2,046

Stiffness of primary spring(N/m): x/y/z 
Case1: 2.7E6 / 2.7E6 / 0.70E6

Case2: 2.7E6 / 2.7E6 / 1.72E6

Stiffness of secondary spring(N/m): x/y/z 0.16E6 / 0.16E6 / 0.4E6

Damping of lateral damper(Ns/m) 0.096E6

Lateral semi-spacing of primary spring(m) 1.05

Lateral semi-spacing of secondary spring(m) 1.125

Distance between front and rear bogie centers(m) 13.8

Bogie wheel base(m) 2.1

Fig. 9. Twisted test track model. Fig. 10. R200 tr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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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에서 발생하며 46.3kN에서 49.2kN으로 축상스프링 노화에 따라 6.3% 증가하고 있다. 윤중 최솟값은 전위우측 차륜에서 발

생하며 26,0kN에서 23.1kN으로 11.2%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캔트변화가 급격한 천이구간 주행 시 윤중 변동이 급격히 발생

하고 있다. Fig. 13과 Fig. 14는 각 각 Case1, Case 2 차량모델에 대한 차륜의 횡하중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윤중 해석결과에

비해서 축상스프링 노화에 따른 차륜 횡하중 변동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5, Fig. 16은 각 각 Case1, Case 2 차량모델에 대한 각 차륜의 탈선계수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탈선계수는 횡하중/윤

중의 비로서 탈선안전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6]. 주로 곡선구간 주행 시 횡하중이 증가하거나 윤중이 감소되면 증

가한다. 탈선계수 해석결과, 천이구간 주행 시 전위좌측 차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댓값을 비교하면 Case1의 0.73

에서 Case2의 0.84로 15.1% 증가하고 있다. 이는 Fig. 11, Fig. 12의 전위좌측 차륜 윤중 해석결과를 보면, 천이구간 주행 시

윤중이 급격히 저하함에 비롯된 결과이다. 

Table 4. Wheel load and derailment coefficient.

Wheel
Wheel load(kN) Wheel unloading(%) Derailment coefficient

Case1 Case2 Variation(%) Case1 Case2 Variation(%) Case1 Case2 Variation(%)

Front - Right 26.0 23.1 -11.2 28.0 36.1 28.9 0.36 0.36 0.0

Front - Left 46.3 49.2 6.3 9.0 13.4 48.9 0.73 0.84 15.1

Rear - Right 43.3 45.4 4.8 4.4 3.9 -11.4 0.36 0.38 5.6

Rear - Left 28.9 27.2 -5.9 20.0 24.8 24.0 0.07 0.08 14.3

Fig. 11. Wheel load(Case1). Fig. 12. Wheel load(Case2).

Fig. 13. Lateral force(Case1). Fig. 14. Lateral force(Case2).



허현무 · 신유정 · 유원희 · 박준혁

32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3호 (2017년 6월)

Fig. 17, Fig. 18은 각 각 Case1, Case 2 모델에 대한 윤중감소 해석결과이다. 윤중감소는 윤중변화/정적윤중의 비율로 표기

되며“0”보다 큰 경우 윤중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통상 윤중이 감소될 경우 “양”으로 표기하며 증가할 경우 “음”으로 표현한다.

Fig. 17, Fig. 18에서 윤중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곡선 구간인 경우 전위우측, 후위좌측 차륜에서 윤중감소가 발생하고 있으

며 Case1에 비하여 노화 축상스프링 특성이 적용된 Case2에서 최댓값이 증가하고 있다. 최댓값은 전위우측 차륜의 경우 28.0%

에서 36.1%로 축상스프링 노화에 따라 28.9% 증가하고 있다. 탈선계수 최댓값이 발생하고 있는 천이구간 주행 시에는 전위좌

측 차륜의 윤중감소가 발생하며 Case1의 9.0%에서 Case2의 경우 13.4%로 급격히 윤중감소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위좌측

차륜의 급격한 윤중감소로 인하여 탈선계수 최댓값이 천이구간에서 발생하게 된다. 

Fig. 19, Fig. 20은 각 각 Case1, Case 2 차량모델에 대한 R200 곡선구간 주행 시의 윤중감소 해석결과를 누적빈도분포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로 분석한 선도이다[7]. 윤중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전위우측 차륜의 윤중감소 누적빈도

분포를 보면 Case1에 비하여 Case2의 경우, 윤중감소 누적빈도분포가 허용한계 방향으로 이동하며 윤중감소의 최댓값도 증가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축상고무스프링 노화로 인하여 스프링강성은 증가하고 변위 복원기능이 저하되면 급격한 구배 변동이 발생하는 천이

구간 주행 시에는 윤중감소 증가로 인한 탈선안전도 저하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축상고무스프링의 폭 넓은

적용 추세를 고려할 때, 차량 안전 및 탈선사고 예방 관점에서 축상스프링 동적특성을 고려한 적정 사용연수 도출과 같은 유지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Fig. 15. Derailment coefficient(Case1). Fig. 16. Derailment coefficient(Case2).

Fig. 17. Wheel unloading(Case1). Fig. 18. Wheel unloading(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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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철도차량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축상고무스프링의 노화에 따른 탈선안전도 영향을 분석하고자 노화 축상고무스프링 시료

를 대상으로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축상고무스프링 노화가 탈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차량 주행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노화 롤고무 축상스프링 시료를 대상으로 한 상하방향 특성시험 결과, 크립 발생으로 자유고, 특정하중에서의 높이는 기준치

와 비교하여 크게 저하하고 있다. 스프링강성은 제작사양 기준과 비교 할 때, 최대 2.9배. 최소 2.2배. 평균 2.5배의 강성 증가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화로 인하여 롤고무가 경화되어 변위 복원기능이 저하됨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

된다.

EN14363 규격 적용 twist 궤도 주행 시를 모사한 주행 동특성 해석결과, 정상 차량모델(Case1)에 비하여 노화 축상스프링 특

성을 적용한 차량모델(Case2)의 윤중감소와 탈선계수가 증가하여 탈선안전도가 저하되었다. 특히 급격한 선형 변동이 발생하는

천이구간 주행 시 윤중감소로 인한 탈선안전도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축상고무스프링의 폭 넓은 적용 추세를 고려할 때, 차량 주행안전 및 탈선사고 예방 관점에서 축상스프링 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사용연수 도출과 같은 유지관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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