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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교통 시스템은 선로, 차량, 기계, 신호, 토목 등의 많

은 설비를 이용하여 승객, 화물 등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써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

지해야 안정된 수송을 할 수 있다. 특히 신호 설비의 정확

한 동작은 안정적인 철도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우선적으

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최근 신호 설비의 경우, GPS를 활용

한 다 양한 무선시스템의 개발로 철도 시스템 분야의 확대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다[1]. 하지만 국

내의 대부분의 상용 철도 노선은 선로의 레일을 전기회로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궤도회로를 이용하여 선로 위를 달리

는 열차의 위치를 검지하고, 열차 위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

술을 이용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레일을 궤도회로로 이

용하는 신호 설비의 경우, 레일 주변에 쌓이는 쇠가루는 궤

도회로 상에 이상 신호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에

서는 2010년 4월 도쿄 JR 츄오 쾌속선에서 레일 연결부분

을 열차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쇠가루가 쌓여 결국 신호 장

애 정보를 수신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열차운행에 차질

을 준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2호선 지하철의 경우, 원형으

로 도는 내선과 외선의 순환전철로써, 노선의 형태가 원형

의 곡선형태가 많기 때문에 곡선구간에서의 선로의 마모가

심해진다. 따라서 차량의 곡선 주행 시 레일과 차륜의 마찰

이 심하여 차륜의 마모에 의한 쇠가루가 발생하게 되고, 이

렇게 발생한 레일 상의 쇠가루로 인해 이상 신호가 종종 발

생하기 때문에 지하철 운영사의 쇠가루 제거를 위한 방안 마

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Fig. 1은 서울시 지하철의 궤도상에

포집된 쇠가루의 실사이며, 그 크기는 1mm 미만이 대부분

임을 알 수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궤도 주행 시

에 열차의 차륜과 레일 사이의 마모에 의해 발생된 레일 주

변의 쇠가루를 포집하기 위한 영구자석 적용 마그넷 포집장

치를 소개하였다. 또한 기본 설계 및 수치 해석적 기법을 이

용하여 마그넷 포집장치의 다양한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콘크리트 궤도상의 쇠가루 포집을 위한 마

그넷 포집장치의 실제 상용노선 차량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Abstract Iron fillings which were accumulated around the rail was often the cause of abnormal signal in case of signaling

equipment using rail as transmission line. Iron fillings were generated on curved section of railroad due to the friction

between rail and wheel, and metro line company urged to find the way to remove these iron fillings, because these were

often the cause of abnormal signal. Magnetic device for trapping iron fillings around concrete slab tracks is introduced. The

characteristics of magnetic device were analyzed using basic design and numerical analysis method. Magnetic device for

trapping iron fillings were examined for application to the train which were operating in commercial line.

Keywords : Magnetic device, Permanent magnet, Iron-filing, Track circuit, Concrete slab track

초 록 레일을 궤도회로로 이용하는 신호 설비의 경우, 레일 주변에 쌓이는 쇠가루는 궤도회로 상에 이상 신

호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차량의 곡선 주행 구간에서는 레일과 차륜의 마찰이 심하여 차륜의 마모에 의한

쇠가루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레일 상의 쇠가루로 인해 이상 신호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철 운

영사의 쇠가루 제거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궤도 상 레일 주변의 쇠가루

를 포집하기 위한 영구자석 적용 마그넷 포집장치를 소개하였다. 또한 기본 설계 및 수치 해석적 기법을 이용하

여 마그넷 포집장치의 다양한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콘크리트 궤도상의 쇠가루 포집을 위한

마그넷 포집장치의 실제 상용노선 차량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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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쇠가루 포집장치의 개념 및 설계

일반적으로, 노선의 형태가 원형의 곡선형태가 많은 구간

에서 차륜과 레일간의 마찰이 심해지며, 이로 인해 발생된

쇠가루가 곡선구간의 콘크리트 궤도상에 주로 쌓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궤도상의 쇠가루를 효과적

으로 포집하기 위하여 마그넷 형태의 포집장치를 제안하였

으며, 별도의 전원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구조의 전자석이

아닌 영구자석을 활용한 간단한 구조의 마그넷 포집장치를

제안하였다. Fig. 2는 페라이트계 영구자석을 이용한 쇠가루

포집장치의 모터카 하부에 부착되는 구조를 보여주며, Fig.

3은 실제 유지보수를 위하여 서울시 지하철에서 운영 중인

모터카 하부의 구조 및 영구자석을 이용한 쇠가루 포집장치

의 부착 위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가루 포집장치는 모터카의 전면부 차륜 앞에 설치

가 되며, 차량의 주행 시 궤도와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높이에 고정된다. Fig. 4는 페라이트계 영구자석을 이용한 쇠

가루 포집장치의 상세 도면을 보여주며, 다수 개의 영구자

석을 적층하여 전체의 자석을 구성하였다. 또한 영구자석의

상부에는 자속 차폐쉴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보조철판을 두

었으며, 외함은 스테인레스(SUS-304)로 처리하였다. Table 1

에 쇠가루 포집장치용 마그넷의 상세 사양을 정리하였다. 사

용된 영구자석은 페라이트계(BaO6Fe2O3)의 Y-30 등급이고,

잔류자속밀도가 0.3853 (T)이며, Fig. 5는 Y-30 등급의 영구

자석의 자기이력 곡선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마

그넷 포집장치의 경우, 지하철 영업운전 이외의 시간에 운

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구자석에 의한 자속이 신

호장치의 궤도회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

였다.

Fig. 1 Iron-filings detected from the concrete slab track of a

metro line in Seoul

Fig. 2 Installation structure of magnetic device for trapping the

iron-filings

Fig. 3 Position of the lower part of the motor-car and installation

position of the magnetic device

Fig. 4 Details of the magnet device using Ferrite permanent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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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구자석을 이용한 쇠가루 포집장치의

특성 분석

3.1 쇠가루 포집장치 해석 모델링

일반적으로 철도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모터카의 하

부 공간은 강자성체 재질의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

으며, 궤도의 레일도 강자성체 재질이므로 영구 자석을 이

용한 쇠가루 포집장치가 모터카 하부에 위치 할 경우, 영구

자석에 의한 전자력선의 패턴은 수치해석 적 기법을 이용하

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계

된 영구자석을 이용한 쇠가루 포집장치의 궤도상에서의 전

자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해석적 2D 모델링을 수

행 하였으며, 이를 통 하여 궤도상에서의 자계의 세기 (H)

와 자속밀도(B)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5,6].

먼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가루 포집장치가 모터

카의 전면 하부(전면 차륜 앞)에 취부되기 때문에, 2D 해석

모델링 시 쇠가루 포집장치가 모터카의 차륜과 충분한 거리

를 두고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2D 해석 모델

링 시 차륜의 재질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6은 유한요소법

을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 및 궤도 상에서의 쇠가루 포집장

치에 의한 자속밀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포인트를 보

여준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속밀도 측정 포인트

는 궤도 바닥면 2지점, 레일 안착면 2지점으로 선정하였다.

3.2 쇠가루 포집장치의 기본 특성 분석

영구자석을 이용한 쇠가루 포집장치의 궤도상에서의 전자

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용 전자기 해석 Tool

(Maxwell 2D)을 이용하여 궤도상에서의 자계의 세기(H)와

자속밀도(B)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7은 영구자석

을 이용한 쇠가루 포집장치에 의한 궤도상에서의 자기력선

분포도를 보여준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궤도상의 레

일은 강자성체이므로 자기력선이 밀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영구자석에서 발생된 자기력선에 의해 레일이 자화되기

때문에 레일 주변의 쇠가루 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Fig. 8은 영구자석을 이용한 쇠가루 포집장치 주변의 자

속밀도 및 자계의 세기 분포를 보여주며, Fig. 9는 궤도면의

측정 포인트에서의 자계의 세기 및 자속밀도 특성을 보여준

다.

Fig. 7 Distribution of magnetic flux lines by the magnetic device

for trapping the iron-filings on the rail track

3.3 쇠가루 포집장치와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본 설계된 영구자석 적용 쇠가루 포집장

치 모델의 다양한 조건 변화에 따른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

분석을 통하여 콘크리트 궤도상의 쇠가루 포집을 위한 마그

넷 포집장치의 실제 상용노선 차량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Table 1 Specification of magnetic device for trapping iron-filings

Item Specification

Material and grade of Magnet Ferrite / Y-30

Basic Size 152×101×24 (mm)

Residual magnetic flux density (Br) 0.3853 (T)

Coercive force (Hcb) 226.2 (kA/m)

Maximum energy product (BHm) 27.5 (kJ/m3 )

Magnetic flux density at operating point (Bd) 0.1869 (T)

Magnetic field intensity at operating point (Hd) 147 (kA/m)

Fig. 5 Hysteresis curve of the permanent magnet with Y-30 grade

Fig. 6 FEM analysis model and measurement point of magnetic

flux density on the rail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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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7,8]. 

Fig. 10은 쇠가루 포집장치내의 영구자석에 의해 영구자

석과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의 성분 정의를 나타낸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 힘은 크기(F)와 지면으로부터

의 각도(θ)로 표기하였다. Table 2는 쇠가루 질량 변화에 따

른 영구자석과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의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Table 2에서 질량 0.004(g)의 쇠가루의 부피는 1mm3

이므로, 7.74E-5(N) 이상의 힘이 쇠가루에 작용하면 쇠가루

는 포집장치에 달라붙게 된다. 즉,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위치 3, 위치 4에 있는 쇠가루는 레일 방향으로 힘을 받

으며, 위치 2의 경우는 쇠가루를 들어올리기에 작용하는 힘

이 모자라고, 위치 1에서는 0.004g, 0.008g의 쇠가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11은 쇠가루

질량변화에 따른 영구자석과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의 성분

정의를 보여준다. Table 3은 영구자석의 폭 변화에 따른 영

구자석과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 1에서는 영구자석의 폭

이 작아질수록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이 커짐을 알 수 있

으며, 위치 2에서는 불규칙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위

치 3과 위치 4에서는 쇠가루 사이에 레일 방향으로 힘이 발

Fig. 8 Distribution of magnetic flux density and magnetic field

intensity by the magnetic device for trapping the iron-

filings on the rail track

Fig. 9 Characteristics of magnetic flux density and magnetic field

intensity at the measuring point of the rail track

Fig. 10 Definition of force component generated between permanent

magnet and iron-filings

Table 2 Analysis results of force generated between permanent

magnet and iron-filing by mass variation of iron-filing

Iron-

filings
Contents Position 1 Position 2 Position 3 Position 4

Mass

0.004 (g)

Force (N) 1.28E-4 6.83E-5 9.50E-5 7.03E-3

Angle (o) 57 64 183 186

Mass

0.008 (g)

Force (N) 8.19E-5 4.88E-5 7.04E-5 5.41E-3

Angle (o) 125 63 182 185

Mass

0.012 (g)

Force (N) 6.24E-5 4.19E-5 5.63E-5 4.49E-3

Angle (o) 123 67 179 186

Fig. 11 Properties of force generated between permanent magnet

and iron-filing by mass variation of iron-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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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함을 알 수 있다. Fig. 12는 영구자석의 폭 변화에 따른

영구자석과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의 성분 정의를 보여준다.

Table 4는 영구자석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변화에 따른 영

구자석과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 1, 위치 2에서는 영구자

석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커질수록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이 작아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영구자석의 지면으로부

터의 높이는 265m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

치 3과 위치 4에서는 쇠가루 사이에 레일 방향으로 힘이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Fig. 13은 영구자석의 지면으로부터의 높

이 변화에 따른 영구자석과 쇠가루 사이의 발생 힘의 성분

정의를 보여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궤도 주행 시에 열차의 차륜과 레

일 사이의 마모에 의해 발생된 레일 주변의 쇠가루를 포집

하기 위한 영구자석 적용 마그넷 포집장치를 소개하였으며,

기본 설계 및 수치 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그넷 포집장

치의 다양한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쇠가루의 질량 변화, 영구자석의 폭 및 지면으로부터의 높

이 변화에 따른 궤도상의 다양한 위치에서의 영구자석 포집

장치와 쇠가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분석 수행을 통하여 콘

크리트 궤도상의 쇠가루 포집을 위한 마그넷 포집장치의 실

제 상용노선 차량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영구자석

포집장치와 쇠가루 사이의 다양한 조건 변화에 따른 특성 분

석 결과, 기본 설계된 영구자석 포집장치의 경우, 0.008g 이

하의 쇠가루 포집이 가능하며, 영구자석의 폭은 770mm 이

하로 줄여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영구자석의 지

면으로부터의 높이는 265m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궤도상의 레일은 자성체이기 때문

에 영구자석에 의해 발생된 자장에 의해 자화가 되며, 이로

인하여 레일 가까이에 있는 쇠가루는 레일 방향으로 힘을 받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레일 가까이에 쌓이는 쇠가루를 포

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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