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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when train drives boost and traction mode, force of delivering to the track was difference 
between boost and traction driving mode. But, in korea, we've never performed that measure the track wheel 
load and lateral force while boost and traction driving. 
 This study measured wheel load and lateral force using combination of 7200type locomotive and six freight 
car. And the train used single and automatic brake. The train drives boost and traction mode. In order to the 
difference radius of curve, we had measured at 3 point in the curve of turnout

1. 서론
국내 철도에서 열차는 일반적으로 견인운전을 위주로 운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객열차의 경우 동력

분산식 차량의 개발로 궤도에 가중되는 부담력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화물열차의 경우에는 입환과 
열차조성 등의 특성상 견인운전 뿐만 아니라 추진운전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진운전으로 주행
하는 경우와 견인운전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궤도에 전달되는 외력의 크기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견
인운전보다는 추진운전의 탈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추진운전시에는 25km/h로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추진운전 및 견인운전시 궤도부담력을 측정ㆍ분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7200대 디젤기관차와 유개화차 6량으로 편성된 열차를 이용하여 견인운전과 추진운전
으로 주행하면서 궤도에 발생되는 윤중과 횡압을 측정하였다. 기관차의 제동방식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
고자 자동제동 체결과 단독제동 체결시의 윤중ㆍ횡압을 측정하였으며, 곡선반경의 크기를 달리하기 위
해 편개분기기의 부대곡선 3점에서 윤중과 횡압을 측정ㆍ분석하였다.

2. 주행시험 개요
2.1 궤도부담력 측정 개요
윤중과 횡압은 철도 차량의 탈선계수 분석에 이용된다. 윤중은 하나의 차륜에 의해 레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말하며 궤도에 작용하는 정적하중 뿐만 아니라 열차주행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동적하중
의 변화를 말한다.

윤중을 측정함으로써 궤도에 작용하는 동적하중의 영향도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차하중 혹
은 정적하중과의 관계로부터 궤도 설계시 고려된 충격력의 영향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레일강성, 궤도계수 등 초기 설계시 필요한 인자 등 현재의 궤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횡압은 곡선궤
도에 작용하는 횡방향 작용력을 측정하여, 곡선궤도의 건전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궤도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윤중과 횡압을 측정하여 기본적으로 탈선계수, 윤중 감소율, 윤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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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압의 한계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윤중 및 횡압은 일반적으로 2축 스트레인 게이지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스트레인게이지의 부착 위치

는 그림 1 및 2와 같이 레일단면의 중립축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목과 침목 사이의 중심부
에서 각 100mm 거리에 부착하게 된다.

그림 1 윤중 게이지 부착법
   

그림 2 횡압 게이지 부착법

윤중과 횡압의 측정을 위한 게이지간의 결선은 4개의 게이지를 풀브릿지로 연결한다. 그림 3은 윤중
과 횡압 측정을 위한 게이지간의 연결 회로도이며 그림 4는 이를 레일에 쉽게 부착하기 위해 도시화 한 
것이다. 

그림 3 게이지 회로도
   

그림 4 게이지 결선도

게이지 부착 위치는 윤중의 경우 레일 단면의 중립축에 부착을 하며, 횡압의 경우는 레일 반단면의 
중립축에 부착한다. 그림 5는 레일 종류별 윤중과 횡압 게이지 부착 상세위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5 윤중 및 횡압 게이지 부착 세부 위치 

2.2 윤중 및 횡압 관련 규정과 산정식
윤중과 횡압의 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탈선계수를 산정하며, 추가적으로 윤중감소율을 계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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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선계수는 윤중과 횡압의 비로 계산하며 국내에서는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8]” 과 
UIC Code 518[2005]에 따르면 일반적인 탈선계수의 한도는 0.8로 보고 있다.

탈선계수 이외에도 탈선에 대한 안전율 평가방법으로써 윤중 감소율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탈
선계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탈선하지만 횡압이 클 때보다 윤중 감소가 클 때 탈선된 경우가 많다. 윤
중 감소는 정적윤중 감소와 동적윤중 감소로 나눌 수 있다. 정적윤중 감소는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윤중 감소로 완화곡선에서의 궤도평면성 틀림 등이 해당된다. 동적윤중 감소는 정적윤중 감소와는 달리 
비교적 단시간에 발생하는 윤중 감소를 말하며, 이음매 충격에 의한 윤중 감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적윤중과 동적윤중의 감소 한계치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1)




 ≤


×                       식(2)

 여기서,  : 축중(KN),  : 정적윤중(KN),  : 동적윤중(KN)

2.3 측정현장 개요
본 연구에서는 충남 장항에 위치한 장항화물선 화물적하장 #1번선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위치도는 다

음 그림 6과 같다. 궤도 구성품으로 침목은 A, B, C 점 모두 목침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결장치는 
A점에서는 타이패드와 스파이크, B, C점에서는 베이스플레이트와 e-clip으로 체결되어 있었다. 

A점에서의 궤간은 1438mm, 캔트는 3mm, 10m현의 종거 측정에 의한 곡선반경은 304.8m로 나타났
으며, B점에서의 궤간은 1439mm, 캔트는 4mm, 10m 현의 종거 측정에 의한 곡선반경은 164.4m, C점
에서의 궤간은 1441mm, 캔트는 5mm, 곡선반경은 657.8m로 측정되었다. 궤도구성에 대한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림 6 측정 위치도

POINT A

POINT B

POINT C

그림 7 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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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사용

침목
체결장치

궤간

(mm)

캔트

(mm)

곡선반경

(m)
비고

A WT 타이패드 + 스 이크 1438 3 304.8

B WT 베이스 이트 + e clip 1439 4 164.4

C WT 베이스 이트 + e clip 1441 5 657.8

표 1 각 측점별 궤도현황

3. 윤중, 횡압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 윤중과 횡압은 곡선 외측 레일에서만 관측하였다. 주행열차는 7200대 디젤기관차와 6량

의 유개화차의 구성으로 편성하여 총 30개의 차축으로 구성되었다.
3.1 견인주행
(1) A→C방향으로 견인주행(제동없음, 평균속도≒10km/hr)
A측점에서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윤중은 기관차 앞대차 3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횡압은 3번 화차 첫 번째 축(15번 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탈선계수는 0.8이하로 기
준을 만족하였으며 횡압이 가장 컸던 3번 화차 첫 번째 축(15번 축)에서 탈선계수 또한 가장 크게 나
타났다. 

그림 8 A점의 윤중ㆍ횡압 측정 결과(견인주행) 
  

그림 9 A점의 탈선계수(견인주행)

그림 10 B점의 윤중ㆍ횡압 측정 결과(견인주행) 
  

그림 11 B점의 탈선계수(견인주행)

B측점에서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윤중은 기관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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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압은 3번 화차 첫 번째 축(15번 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탈선계수는 0.8이하로 기준을 만족하였
으며 횡압이 가장 컸던 3번 화차 첫 번째 축(15번 축)에서 탈선계수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탈선계
수는 A 측점과 비교 했을 경우 A 측점보다는 B 측점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측점에서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는 다음 그림 12와 같다. 윤중은 기관차 앞대차 3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횡압과 탈선계수는 다른 측점보다 대체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림 12 C점의 윤중ㆍ횡압 측정 결과(견인주행)
  

그림 13 C점의 탈선계수(견인주행)

(2) A→C방향으로 견인주행(자동 제동 체결시)
이 경우는 견인주행을 하면서 자동제동을 체결했으며 A측점에서는 26축, B측점에서는 24축, C측점에

서는 20축이 측정되었다.
A측점에서 윤중은 기관차 앞대차의 3축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횡압은 3번 화차 첫 번째 축(15번 축)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탈선계수는 0.8이하로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제동없이 견인주행한 경우와 같
이 횡압이 가장 컸던 3번 화차 첫 번째 축(15번 축)에서 탈선계수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났다.

B측점에서는 A 측점보다 횡압과 탈선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측점은 대체적으로 곡선반경이 큰 관계로 횡압과 탈선계수 값이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탈선계수의 

값은 제동이 체결되기 시작하면서 그 값이 점차 커지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4 A점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자동제동)
  

그림 15 A점의 탈선계수(자동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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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B점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자동제동)
  

그림 17 B점의 탈선계수(자동제동)

그림 18 C점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자동제동)
  

그림 19 C점의 탈선계수(자동제동)

(3) A→C방향으로 견인주행(단독 제동 체결시)
이 경우는 견인주행을 하면서 단독제동을 체결했으며 A측점에서는 24축, B측점에서는 22축, C측점에

서는 20축이 측정되었다. 
A측점에서의 윤중과 횡압은 그림 20과 같다. 윤중은 기관차 앞대차의 3축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횡압

은 3번 화차 첫 번째 축(15번 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탈선계수는 0.8이하로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제동없이 견인주행한 경우와 같이 횡압이 가장 컸던 3번 화차 첫 번째 축(15번 축)에서 탈선계수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20 A점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단독제동)
  

그림 21 A점의 탈선계수(단독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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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측점에서는 다른 개소보다 탈선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C측점에서는 횡압 및 탈선계수가 작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그림 22 B점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단독제동)
  

그림 23 B점의 탈선계수(단독제동)

그림 24 C점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단독제동)
  

그림 25 C점의 탈선계수(단독제동)

3.2 추진운전
 (1) C→A방향으로 추진주행(평균속도≒8km/hr)
추진운전은 그림 6의 C방향에서 A방향으로 기관차가 화차를 밀고가는 방식으로 주행하였으며, 제동 

없이 대략 8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림 26  A점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추진운전)
  

그림 27 A점의 탈선계수(추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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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운전의 경우는 견인운전과는 달리 그림 26과 같이 기관차의 축하중이 25~30번 축으로 이동되어 
있다. A점 과 B점에서는 횡압과 탈선계수는 9번축(기관차로부터 4번째 화차의 마지막 윤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B점에서의 횡압과 탈선계수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8 B점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추진운전)
  

그림 29 B점의 탈선계수(추진운전)

그림 30 C점의 윤중ㆍ횡압 측정결과(추진운전)
  

그림 31 C점의 탈선계수(추진운전)

3.3 운전방식에 따른 궤도부담력 비교분석
주행방식과 제동방식에 따른 궤도부담력을 각 측점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항목

측점     주행방식

윤중 횡압 탈선계수
비고

최대 RMQ 최대 RMQ 최대 RMQ

A

견인-무제동 12.20 9.07 3.77 1.86 0.42 0.21

R=304m
견인-자동제동 11.90 9.18 3.64 1.84 0.40 0.21

견인-단독제동 12.50 9.34 3.74 1.93 0.43 0.22

추진-무제동 12.20 9.18 4.29 2.04 0.50 0.24

B

견인-무제동 11.60 8.49 4.41 2.74 0.51 0.33

R=164m
견인-자동제동 12.20 8.61 4.15 2.67 0.47 0.32

견인-단독제동 11.70 8.62 4.93 3.06 0.56 0.37

추진-무제동 12.70 8.59 5.09 3.04 0.60 0.38

C

견인-무제동 12.20 8.98 1.69 1.00 0.23 0.14

R=657m
견인-자동제동 12.00 9.29 2.10 1.20 0.29 0.16

견인-단독제동 12.50 9.08 1.54 0.97 0.22 0.13

추진-무제동 12.20 9.00 1.48 0.90 0.21 0.13

표 2 주행조건 및 측점별 궤도부담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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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점별로 비교했을 경우는 곡선반경이 가장 작은 B측점에서 횡압과 탈선계수의 크기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각 측점별 주행조건으로 비교했을 경우 견인-단독제동 체결시와 추진운전시 횡압의 
크기와 탈선계수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7200 디젤기관차와 6량의 유개화차로 편성된 열차를 이용하여 견인운전과 추진운전 및 제

동방식에 따라 궤도부담력을 측정ㆍ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탈선계수의 최대값은 곡선반경이 작은 궤도에서 발생하였으며 곡선반경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추진운전과 견인운전에 따른 궤도부담력을 분석하면 견인운전시보다 추진운전시에 대체적으로 횡

압의 크기가 크게 발생되어 탈선계수의 값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곡선반경이 600m이상인 경
우는 그러하지 않았다. 

3. 제동방식에 따른 궤도부담력을 분석하면 곡선반경이 600m이하인 궤도에서는 단독제동을 체결하였
을 경우에 자동제동을 체결한 경우보다 탈선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철도차량 입환시 추진운전보다는 견인운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배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운전시에는 단독제동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동제동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궤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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