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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차량에서 휠과 레일의 마모는 접촉 부위의 
높은 하중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

다. 철도 차량 운영사에서는 보통 레일 보다 교체 
비용이 적은 휠의 강도를 낮게 하여 휠의 마모가 
더 많이 발생하게 한다. 휠의 답면과 플랜지 형상

변화는 차량의 탈선, 곡선 주행 성능 등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기준과 비교하여 

주기적으로 재삭정을 하여 관리를 하지만 일정 수
준 이상인 경우 교체를 해야 하므로 유지 보수 비
용이 많이 소요된다. 휠 마모 대책으로 곡선 구간

에 윤활유를 도포하여 플랜지 마모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최근 차량 동역학 해석 기법의 발달과 더불어 
휠의 마모 예측과 재삭정 주기 등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다수 제시되었다. Pearce 등(1)은 일반적인 
기계 마모모델이 아닌 시험을 통한 휠의 마모인자

와 마모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Braghin 등(2)과 
Pombo 등(3)은 롤러 리그 시험에서 구한 휠 마모 
모델과 차량동역학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휠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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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철도차량의 휠의 마모는 주로 곡선 주행 시 발생한다. 휠의 형상 변화는 차량 동적 안정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 주행 시 휠 마모 특성 분석을 위해 곡선 반경 크기와 속도를 
변경시키면서 휠 마모량을 계산하였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에 기초한 차량 동역학 해석결과로부터 마모

인자를 계산하고 BRR(British Rail Research)에서 제시한 마모 모델을 이용하여 휠의 마모량을 계산하였다. 
반경 300m에서의 마모량이 다른 반경과 비교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곡선 선로에 윤활유를 도유

하는 경우 마모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휠의 답면과 플랜지 부위의 마찰계수를 다르게 하여 휠 마
모량을 계산하였다. 도유 시 휠 마모의 개선 효과를 여러 반경에서 계산하고 실제 도시철도구간에서 마
모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wheel wear of a railway vehicle is mainly generated when maneuvering on a curved track. The change in 
the wheel profile affects the dynamic stability of the vehicle. In this analysis, the wheel wear volume was calculated 
while changing the velocity and radius of the curve to analyze the wear characteristics of a wheel at a curved section. 
The wear index was calculated from a vehicle dynamic analysis based on a multibody dynamics analysis and wear 
volume from a wear model by British Rail Research. The wear volume at a radius of 300 m is dominant compared with 
other radii. The wear volume was calculated by assigning different coefficients of friction to the tread and flange of the 
whe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ubrication on the wear characteristics.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by lubrication is 
calculated by varying the radius of the track, and is assessed on an actual urban railway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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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예측, 휠의 삭정 기간 분석이 이루어졌다. 
Malvezzi 등(4)과 Ignesti 등(5)은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휠 마모 예측을 위한 범용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개발된 마모 예측 모델

과 접촉 면적에서의 하중과 크리피지를 국부적으

로 계산하는 방법과 전역적으로 하는 방법을 비교 
시 계산 시간외에는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6) 
이들 철도 차량의 휠 마모 해석은 대부분 정확

한 마모 모델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곡선 구
간의 마모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도시철도와 같이 곡선 구간이 다수인 경우 곡선 
구간에서 주로 마모가 발생하며 특히, 휠의 중요 
부위인 플랜지가 마모되므로 곡선 반경과 마모 특
성 관계 분석은 마모 대책의 실용성 측면에서 중
요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물

체 동역학 해석과 마모 모델을 이용하여 곡선 주
행에 따른 휠의 마모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
한, 실질적인 휠 마모의 대응책으로 검토되는 플
랜지 부위 그리스 도유의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답면과 플랜지 부위의 마찰계수를 다르게 하여 마
모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철도 차량 동역학 및 마모 모델 

2.1 다물체 동역학 모델 
철도차량 마모 예측을 위해서는 동역학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도 차량 동역학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물체 동역학 해석에 기초한 
운동방정식이 정확하고 현실적인 차량 설계 파라

미터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다물체 동역학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철도차량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물체계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이 각 강체 

당 6자유도계의 운동과 이를 구속하는 구속조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운동방정식으로 구성된다. 

 
⎡ ⎤ ⎡ ⎤⎡ ⎤

=⎢ ⎥ ⎢ ⎥⎢ ⎥
⎢ ⎥ ⎣ ⎦ ⎣ ⎦⎣ ⎦

T
q

dq

QM Φ q
QΦ 0 λ

   (1) 

 
여기서 M 은 전체 강체계의 질량 행렬, qΦ 는 

구속 조건 자코비안, q 는 전체 강체 좌표계의 가

속도 벡터, λ는 라그랑지 승수, Q 는 외력, dQ 는 
구속조건의 2차 미분에 의한 나타나는 승수 값이

다. 다물체계 운동방정식의 해는 전체 자유도계에

서 구속조건식을 이용하여 독립좌표계만 추출하여 

수치적분법을 이용하면 수치해석 해를 구할 수 있
다. 철도 차량의 동역학 해석은 일반적인 다물체 
동역학 해석에 휠과 레일의 접촉 해석을 통한 구
속조건과 접촉력의 계산이 포함된다. 

철도차량의 휠은 Fig. 1과 같이 답면과 플랜지로 
구성된다. 직선 주행을 하는 경우 휠은 레일과 답
면에서 접촉을 하지만 곡선 선로에서는 원심력으

로 인한 플랜지 접촉을 통해 휠셋은 조향을 한다. 
접촉점에서는 휠과 레일은 다음과 같은 접촉 구

속조건을 가진다.  
 

1

2

( ) 0

w r

w r

w r

⎧ −
⎪= =⋅⎨
⎪ ⋅⎩

r r
Φ q t n

t n
   (2) 

 
여기서 wr , rr 는 접촉점에서 휠과 레일의 위치 
벡터, 1

wt , 2
wt 는 휠 표면의 방향벡터, rn 는 레일 

표면의 수직 벡터를 나타낸다.  
하나의 접촉점에서 위와 같이 5개의 구속 조건

식이 나타나므로 양쪽 휠로 구성된 휠셋에서는 10
개의 구속 조건식이 나타난다. 

휠셋은 휠과 휠축으로 형성된 강체 하나이지만 
휠과 레일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Fig. 2와 
같이 하나의 휠-레일에 1 2 1 2, , ,w w r rs s s s 의 4개씩 모두 

 
Fig. 1 Surface contact condition of wheel and rail 
 

 
Fig. 2  Wheel and rail representation with surfac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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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곡면 파라미터의 자유도가 포함된다. 그러

므로 휠셋 하나 당 강체 6자유도계와 8개의 곡면 
파라미터를 합하여 14개의 자유도가 나오며 구속

조건은 10개가 나타난다. 이들 자유도와 구속조건

을 식 (1)의 운동방정식에 포함하여 다물체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철도 차량 운동방정식의 해
를 구할 수 있다. 

휠-레일 답면 접촉점에서는 구속조건에 의해 식 
(1)로부터 라그랑지 승수가 계산되며 이는 접촉점

에서의 수직력이 된다. 휠셋이 곡선 주행을 하는 
경우 휠과 레일은 Fig. 3과 같이 플랜지에서 접촉

을 한다. 플랜지 접촉점의 구속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구속조건식이 자유도보다 많게 되므로 플랜

지 접촉점에서의 수직력은 Hertz 접촉이론을 기초

로 구한다. 플랜지에서의 수직력은 접촉점에서의 
휠과 레일의 곡률과 재질 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n m

nF K Cδ δ= +     (3) 
 
여기서 K 는 휠과 레일의 점촉점에서의 휠과 

레일의 곡률과 재질 등으로 계산되는 탄성계수이

며 δ 는 접촉점에서의 휠과 레일의 수직 겹침량이

며 C 는 감쇠계수이다.  
휠-레일 접촉점에서의 수직력으로부터 휠-레일 

횡방향 힘인 점착력이 계산된다. 점착력은 휠과 
레일의 미끄러짐 비인 크리피지의 함수로 계산된

다. 종방향, 횡방향 및 스핀크리피지는 휠과 레일

의 상대속도 ( )w r−r r , ( )w r−ω ω 와 휠의 전방속도 

xV 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1
w r r

x
x

γ
− ⋅

=
r r t

V
    (4) 

( ) 2
w r r

y
x

γ
− ⋅

=
r r t

V
    (5) 

( )w r r

x
ψγ

− ⋅
=

ω ω n

V
   (6) 

 
접촉점은 타원 반경 ,a b 로 이루어진 타원형태

로 가정되며 Fig. 4와 같이 전단응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점착부와 수직응력과 마찰계수 μ 의 곱
으로 포화상태로 나타나는 미끄러짐부로 나누어지

며 이들 전단응력을 적분한 값이 점착력 xF , yF

가 된다. 점착력은 다음과 같이 접촉점의 수직력 
Q ( λ  또는 nF )과 크리피지( , ,x y ψγ ), 타원 반경 

,a b , 전단계수 G , 포와송 비 υ , 마찰계수 μ 의 
함수로 계산된다.  

 
, , ,( , , , , , , )x y x yF f a b Q Gψγ υ μ=   (6) 

 
본 논문에서는 점착력의 계산을 Polach(7)이 제안

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2 마모 모델 
휠-레일의 접촉에 의한 휠의 마모량의 예측은 

일반적으로 실험에 의한 마모 측정량에 기초한다. 
휠-마모 예측 방법은 BRR(British Rail Research)와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Sheffield에
서 개발한 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에 의한 마모 
예측 값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6) 본 연구에서는 BRR의 방법에 기초하여 휠 
마모를 예측하고자 한다.  

BRR의 마모예측 모델은 휠 접촉점의 횡력과 크
리피지의 곱인 마모인자에 의해 마모량이 결정된

다고 본다.(1) 마모율은 Table 1과 같이 점착력으로 
계산되는 횡력 T 와 크리피지 γ 의 곱인 마모인자 
Tγ 의 함수로서 결정된다. 마모인자 값의 크기가 
100보다 작은 경우 (Mild), 200보다 작은 심각한 
경우 ( S e v e r e ) ,  2 0 0보다  큰  극단적인  경우

(Catastrophic)의 세 가지에 따라 마모 면적이 다르

게 계산된다. 마모면적이 계산되면 접촉 타원 반 

 
Fig. 3 Flange and tread contact forces 

 

Fig. 4 Creep forces at conta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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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quations of BRR wear function 
Wear  

regime 
Wear index 

Tγ  
Area of material loss 

on profile (mm2) 
Mild 100Tγ <  0.25 /T Dγ  

Severe 100 200Tγ≤ <  25 / D  
Catastrophic 200Tγ ≥  (1.19 154) /T Dγ −  

 
Table 2 Spec of railway vehicle 

Parameters values 
Body mass (kg) 38000 
Bogie mass (kg) 2615 

Wheelset mass (kg) 1873 
1st spring stiffness (N/m) 

xK  
yK  
zK  

 
6.2e5 
6.2e5 
7.3e5 

2nd spring stiffness (N/m) 
xK  
yK  
zK  

 
1.6e5 
1.6e5 
4.3e5 

Gauge (m) 1,435 

 

 
(a) Multi body dynamics model of railway vehicle 

 

 
(b) Profiles of wheel and rail 

Fig. 5 A vehicle model, wheel and rail 
 

경을 이용하여 마모 체적을 구한다. 

3. 마모 해석 

궤도의 선로 반경 크기와 속도의 변화에 따른  

 
(a) Front wheelset 

 
(b) Rear wheelset 

Fig. 6 Wear indices of front and rear wheelsets 
 

휠 마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Table 2는 해석에 사
용된 차량의 주요 스펙이다. 하나의 차량에 2개 
대차가 적용된 차량이다. Fig. 5는 해석에 사용된 
휠과 레일의 형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을 이용하여 수치적분을 

수행하였으며 수치적분 함수는 ode45 함수를 이용

하였다. 마모량은 Table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6은 반경 300m의 선로반경을 따라 차량이 

주행하는 경우 횡력과 크리피지의 곱인 마모인자

의 변화를 보여 준다. 전방 대차 중 전방 휠과 후
방 휠의 좌우측 휠에서의 마모인자 계산값이다. 
본 차량 모델의 동역학 해석 결과는 동일한 모델

의 VI-Rail과 비교하여 결과를 검증하였다. VI-Rail
은 다물체 동역학 해석프로그램인 ADAMS를 기
반으로 만든 철도차량 전용 동역학 해석프로그램

이다. 차량이 좌곡선 주행을 하므로 전방 우측 휠
은 플랜지 접촉을 하고 좌측 휠은 답면 접촉을 한
다. 후방 휠은 모두 답면 접촉을 한다. 본 논문의 
수치해석 방법이 시간 증분 간격을 가변으로 하여 
천이구간에서는 더 미세한 시간 증분으로 인해 국
부적인 피크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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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RH wheel (Flange contact) 

 
(b) Front LH wheel (Tread contact) 

 
(c) Rear RH wheel (Tread contact) 

 
(d) Rear LH wheel (Tread contact) 

Fig. 7 Wear index 
 
두 개의 대차 중 전방 대차의 휠에서 정상상태

에서의 마모인자를 계산한 후 BRR 마모 모델로부

터 마모량을 계산하였다. 반경과 속도에 따른 마
모 특성 분석을 위해 반경 300m, 700m, 1100m, 

1500m에 대해 시속 50km/h, 60km/h, 70km/h, 80km/h
로 주행 시 마모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7은 각 휠에서 계산한 마모 파라미터인 마
모인자를 보여준다. 전방 우측 휠은 플랜지 접촉

 
(a) Front RH wheel (Flange contact) 

 
 (b) Front LH wheel (Tread contact) 

 
(c) Rear RH wheel (Tread contact) 

(d) Rear LH wheel (Tread contact) 

Fig. 8 Volume loss due to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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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경 300m인 경우 속도에 관계없이 극단적

(Catastrophic) 마모 영역에 속하고 700m는 극단적 
마모의 경계이며, 1100m, 1500m인 경우는 심각한 
마모 영역에 속한다. 전방 좌측 휠은 답면이 접촉

되며, 300m인 경우 심각한 마모 영역이며 나머지 
반경에서는 가벼운 마모 영역에 속하였다. 후방 
휠은 모두 가벼운 영역에 속한다. 

Fig. 8은 마모 파라미터로부터 계산한 각 휠의 
마모량을 보여준다. 주행 km당 마모로 인해 제거

되는 휠의 부피( 3mm )를 곡선 반경과 속도에 따라 
계산하였다. Fig. 8 (a)를 보면, 플랜지 접촉 부위에

서 가장 많은 마모량이 계산되었다. 특히, 반경 
300m에서는 평균 1.59 3mm 의 마모량으로 가장 큰 
마모가 발생하였다. 반경 700m에서 평균 0.33 3mm
의 마모량으로 반경 300m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1100m와 1500m는 평균 0.08 3mm
으로 거의 동일한 마모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플랜지 마모는 반경 300m가 주요한 반경임을 
알 수 있다. 반경 300m와 700m 사이의 회전 반경

에 대한 분석은 논문 후반부에 추가하였다. 속도

에 따라 마모량이 변하지만 곡선에 따른 변화량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8(b)는 전방 휠의 답면에서의 마모량을 보여

준다. 플랜지 마모보다 작은 양으로 마모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반경이 커짐에 따라 마모량이 
감소하나 플랜지 마모와 같이 300m와 700m의 차
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8(c)와 (d)는 후방 휠의 마모량을 나타낸다. 
후방 휠은 답면에서 접촉하며 마모량은 반경 
300m에서 각각 평균 0.031 3mm , 0.039 3mm 으로 나
타났다. 후방 휠은 전방 휠에 비해 매우 작은 마
모량이 나타나므로 전방 휠에 대하여 추가 마모 
분석을 수행하였다. 
플랜지 마모는 곡선 주행 시 차량의 조향 역할을 

하므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플랜지 
마모에 의해 휠의 플랜지 두께가 얇아지면 탈선 등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차량 운영사는 플랜지 
두께를 철저히 관리한다.(8) 앞에서와 같이 플랜지 
마모가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휠의 
플랜지 부위나 플랜지 부위와 접촉하는 레일 어깨 
부위에 도유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레일 도유

는 휠의 마모 감소에도 효과적이지만 소음 저감효

과를 위해 많이 적용 또는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랜지 도유의 효과를 회전 반경

과 속도에 따라 분석한다. 플랜지 도유를 하는 경
우 Fig. 9와 같이 차량 동역학 해석에서 플랜지와 

답면부의 마찰계수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플랜지 
부위의 마찰계수 fμ 는 그리스를 도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0.08을 적용하였다.(10) 답면부의 마찰계

수 tμ 는 이전 해석과 동일한 0.4를 적용하였다. 
Fig. 10은 플랜지 도유 시 전방 휠의 마모량을 

보여준다. Fig. 8과 비교하면 플랜지 부위의 마모가 
매우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답면접촉이 
발생하는 좌측 휠 보다 더 적은 마모량을 보이고 
있다. 

Fig. 11은 각 반경에 대한 마모량을 속도로 평균

한 값이다. 플랜지 부위의 마모량은 300m 반경인

경우 1.59 3mm 에서 0.04 3mm 으로 97% 감소하는 
값으로 나타났다. 좌측 휠인 답면 마모도 일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측 휠의 플랜지 
부위의 크립력 감소에 따라 좌측 휠도 크립력이 

 

Fig. 9 Different friction coefficients between flange and 
tread 

 

 
(a) Front RH wheel (Flange contact) 

 
(b) Front LH wheel (Tread contact) 

Fig. 10 Volume loss with wheel flange lu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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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12는 반경 300~600m에서의 전방 차륜의 마

모량을 보여준다. 플랜지 마모는 300m에서의 마모

량이 400m에 비해 약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반경 300m 이하에 대해 도유를 실시

하면 마모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판
단된다. 곡선 구간에서의 플랜지 접촉은 스퀼소음

도 유발시키며, 특히 400m 이하에서 스퀼소음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

다.(11) 
좌측 휠의 마모량은 일정한데 이는 300~600m에

서 마모인자가 모두 Table 1의 Severe 구간에 해당

하여 상수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도유를 하는 경우 차량의 동특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도유를 하는 경우 동특성 변화를 확인하

였다. Fig. 13은 반경 300m의 곡선을 차량이 80 
km/h로 주행하는 경우 전방 대차의 휠셋 횡변위

를 도유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보여 준다. 도유를 
하는 경우 휠셋의 횡변위는 차이가 미소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의 요각도는 
Fig. 14와 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머지 차량 동특성도 큰 차이가 없어 도유 시 차량

의 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플랜지 도유는 마모에 매우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관리와 비용 문제로 많이 적
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Fig. 15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선 중 반경 길이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노선 중 반경 300m 이하가 
7.9%이며, 반경 300m 이상 600m 이하가 19.3%를 
차지한다 

Fig. 15와 같이 300m 반경의 마모 발생량이 전
체 마모량의 49%를 차지한다. 300m 반경만 도유 

 
(a) Front RH wheel (Flange contact) 

 
(b) Front LH wheel (Tread contact) 

Fig. 11 Average volume loss with wheel flange
lubrication 

(a) Front RH wheel (Flange contact) 

(b) Front LH wheel (Tread contact) 
Fig. 12 Volume loss due to wear from 300m to 600m
 

 
Fig. 13 Lateral displacement of front wheel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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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0m 반경의 마모량이 97% 감소하므로 전체 
플랜지 마모량은 약 48%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반경 300m만 도유를 실시하여도 플랜지 마모에서

는 효율적인 감소를 가져오리라 판단된다. 다만 
레일 플랜지 도유 시 윤활제가 답면으로 번질 경
우 정차 거리 증대 등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적용시 철저한 선로 관리를 고려

하여야 한다.(9)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궤도의 선로 반경 크기와 속도의 
변화에 따른 휠 마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물

체 동역학 해석에 기초한 차량 동역학 해석결과로

부터 마모인자를 계산하고 휠의 마모량을 계산하

였다. 
선로반경과 속도를 변경하면서 마모량을 계산한 

결과 플랜지 접촉을 하는 전방 우측 휠의 마모가 
답면 마모를 하는 다른 휠에 비해 가장 큰 마모량

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특히, 300m에서의 
플랜지 마모량이 400m 이상의 반경과 비교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최근 검토되

는 곡선 선로의 윤활유 도유는 반경 300m에서 가
장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곡선 구간의 도유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답면의 
마찰계수와 다르게 플랜지 부위는 그리스 도포 시 
마찰계수를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반경 300m에서

는 마모량이 97%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차량 동특성에도 영향이 미소하여 곡선 구
간 도유 효과가 확인되었다. 
도유 시 플랜지 마모의 개선 효과를 실제 도시

철도 구간에 적용하였다. 이 노선은 반경 300m가 
전체 노선의 7.9%를 차지하지만 반경 300m에만 
도유 시 전체 플랜지 마모량의 48%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감소 효과를 가져오리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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