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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testing equipment system to analyze variation of creep force according to wheel-rail tread profile, 
running speed of vehicle, vertical and lateral force, wheel/rail contact point, attack angle and so on. The creep force 
affect vehicle derailment, especially climbing derailment. This system is composed of main frame, wheelset and 
rail disks driver, hydraulic actuator, controller, environmental chamber, safety system and so on.

1. 서론

철도차량의 탈선은 차륜이 레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차륜이 레일로부터 이

탈하는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학적으로 볼 때 차륜과 레일 사이의 접촉메커니즘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곡선부에서 탈선사고가 많은 이유는 주행속도와 관련된 경우

도 있고, 차륜의 공격각의 변화에 따라 차륜이 레일 위를 주행하면서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고 차

륜의 플랜지가 레일 위를 타고 올라 결국은 탈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106명의 사망자를 낸 

2005년도 일본의 효고현 열차 탈선사고는 곡선부에서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함으로써 차륜의 

공격각이 레일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레일 위를 올라탐으로서 발생한 대형사고이다. 이러한 주행속도나 

공격각의 문제 뿐 아니라 차륜 답면과 레일 두부의 형상 및 마모 정도도 아주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

하고 있다. 차륜 답면이나 레일 두부에 이상마모가 발생할 경우 형상의 변화를 초래하여 차량의 주행안

정성을 해치게 되고 이에 따라 탈선의 위험 또한 높아지게 된다. 차륜에 발생하는 손상의 요인은 차륜

과 레일의 접촉하중과 곡선부 주행 시 횡하중에 의한 피로균열, 제동열에 의한 열크랙, 제동시 찰상, 이

상마모 등이 있다. 한편, 차륜의 플랜지 마모 또한 탈선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플랜지 마모가 과도하

게 진행되면 열차의 탈선을 유발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륜의 답면형상, 공격각의 변화, 플랜지 

마모, 차륜 답면의 이상마모 등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한 탈선에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설비를 

구축하게 되었다. 차륜탈선 시험설비는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철도차량 전용 시험설비이다. 

철도차량의 주행 중 차륜/레일의 답면형상, 주행속도, 수직하중, 수평하중, 차륜/레일의 좌우접촉위치, 공

격각 등에 따라 탈선을 야기하는 크리프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는 시험설비로서 특히 타오름

탈선(Climbing Derailment) 현상을 보다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설비이다. 시험대상은 정상차륜 또는 

마모차륜을 가진 모든 철제차륜이며, 탈선계수 시험 등 인증 관련 시험과 해석 모델 입증시험 등 개발 

관련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이다. 본 논문에서는 첟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에 구축되는 차륜탈선 안전성능 평가 시험설비의 시험대상과 시험항목, 적용 시험규격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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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설비 개요

2.1 설치장소

시험설비의 설치장소는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번지 외 171필지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내에 위

치하고 있다.

Fig. 1 시험설비의 설치장소

2.2 장비 개요

차륜탈선 시험설비는 철도차량의 주행 중 차륜/레일의 답면형상, 주행속도, 수직하중, 수평하중, 차륜/

레일의 좌우접촉위치, 공격각 등에 따라 탈선을 야기하는 크리프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는 시

험설비로서 특히 Climbing Derailment의 현상을 보다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설비이다.

Fig. 2 장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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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차륜탈선 안전성능 평가 시험설비

2.3 시험 대상

시험대상은 정상차륜 또는 마모차륜을 가진 윤축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속철도차량 윤축

② 틸팅차량을 포함한 일반철도차량 윤축

③ 도시철도차량 윤축

④ 철제차륜 경량전철 윤축

⑤ 화차 윤축

2.4 시험 항목

2.4.1 인증 관련 시험 항목

① 차륜/레일 적합성 시험

② 차륜/레일 작용력 시험

③ 윤중, 횡압 측정시험

④ 탈선계수 시험

2.4.2 개발 관련 시험 항목

① 해석 모델 입증시험

② 준-정적 시험(Quasi-Static Test) : 레일의 역할을 하는 Roller를 회전시키면서 좌우 및 상하방향

으로 운동시켰을 때 Roller 위에 올려진 차륜에 작용하는 작용력 및 탈선계수 등을 측정함.

③ 윤축의 임계속도 시험

④ 차륜의 최적 답면형상 개발 시험

⑤ 공격각에 따른 횡크리프력 및 타오름탈선 시험

⑥ 차륜의 마모 및 답면형상에 따른 차륜/레일 작용력 및 탈선계수 시험

⑦ 저속에서의 레일마모 및 두부형상에 따른 차륜/레일 작용력 및 탈선계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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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적용 시험규격

2.5.1 국내 안전기준 및 규격

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 29조(철도차량과 선로간의 작용력)

    - 주행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차량과 선로간의 작용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 차량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차륜직경 및 차륜답면/레일두부 간의 상호연계효과를 고려하여 설계

  ○ 제 30조(윤중감소량)

  ○ 제 31조(횡압) : 구조적 안전을 위협하는 횡압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 제 34조(탈선계수)

②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 철도차량의 탈선계수 측정 및 산정 세부기준(2010.9.17 신설) : 측정방법에서 정상적 방법과 단

순화 방법 외에 탈선현상 규명방법으로서 필요한 경우 차륜 플랜지의 진입각에 따른 탈선사고 원인규명

을 시험대에서 하도록 명시.

2.5.2 외국의 기준 및 규격

① UIC 518 : Testing and approval of railway vehicl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dynamic 

behavior-Safety-Track fatigue-Ride Quality

② UIC 530 : Wagons Running Safety

③ 미국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238.227 : 현가장치

④ 영국 GM/RT2141 : 철도차량의 탈선과 전복저항

⑤ 유럽 prEN 14363 : 철도차량의 주행성능시험

3. 해외 유사장비 사례

3.1 일본

차륜과 레일의 접촉문제와 관련하여 Creep Force Characteristics Testing Machine(크리프력 시험장

치), Rail/Wheel High Speed Contact Fatigue Testing Machine(레일/차륜 고속접촉 피로시험장치), 

Twin Disc Rolling Contact Machine, Full scale wheel-rail contact testing machine 등의 장비를 보유

하고 있으며 각각의 용도가 다름.

Fig. 4 일본의 크리프력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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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독일

이 설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구축된 탈선 안전성능 평가 시험설비로서 영문 이름은 “Test rig 

for research on wheel-rail contact area" 이다. 이 시험설비는 일본 RTRI 혹은 중국 서남교통대의 탈

선 시험설비와 유사한 장비이나 이들 장비보다는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태리 Lucchini CRS에 설치된 장

비와 가장 유사한 설비이다. 특징으로는 레일에 해당하는 롤러가 타이어 타입으로 구성되어 레일의 재

질을 바꾸면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차륜과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촉력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롤러에 설치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Fig. 5 독일 DB의 윤축 테스트 리그

3.3 이태리

이 설비는 약 12년 전에 설치한 이후 3년간의 튜닝을 거쳐 9년 전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는 설비로서 

밀라노공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적용한 탈선 안전성능 평가 시험설비이며 영문 이름은 

“Wheelset Test System" 이다. 이 시험설비는 독일 DB의 탈선 시험설비와 유사한 장비이나 요잉각을 

제어할 때 DB장비는 유압실린더로 하는 것에 비하여 서보모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동 조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과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설비에 가장 표본이 되는 설비이다. 다음 그림

은 이태리 Lucchini CRS에 설치된 윤축 롤러리그를 보여준다.

Fig. 6 이태리 Lucchini CRS의 윤축 롤러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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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절차

기본적으로 5가지 시험을 4개의 모드로 진행하도록 구상하였다. 이것은 현재 초안 구상단계이며, 장

비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이태리와 영국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4.1 시험의 종류

① Derailment tests

② Wear and RCF damage tests

③ Verification of new wheelset design

④ Calibration & Verification of wheel/rail contact force measuring systems

⑤ Special tests(e.g. measure of wheel/rail friction coefficient)

4.2 모드의 종류

① Set-up mode

② Manual mode

③ Sequence-based mode

④ Time history-based mode

5. 활용방안 및 결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침에서 횡압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탈선안전을 

평가하여 차량탈선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설비를 이용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용도는 무궁

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차량과 선로의 결함과 곡선부 고속주행으로 발생하는 순수한 탈선사고만

도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조차종의 30%와 탈선사고의 30% 정도에 본 시험설비를 활

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6회 정도의 차륜탈선 안전성능 평가 시험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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