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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일반적으로 도시철도의 곡선 궤도는 열차의 탈선 방지 및 충분한 속도 확보 등을 위하여 

곡선반경에 맞는 균형캔트로 설계 및 부설하도록 되어있으나, 공학적 및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균

형캔트와 다르게 현장 캔트가 부설 및 다른 속도로 전동차가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는 지하철 6호선 레일마모 분석 및 열차의 실제 주행속도에 따른 캔트 과부족이 레일 마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6호선 급행열차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궤도 곡선부의 열차속도 증속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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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시설의 건설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에서

는 전동차성능, 궤도상태, 운영환경을 고려

하여 구간별 열차 운행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데, 특히 궤도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캔트

량) 및 열차속도,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열

차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제 열차운행속도는 표

정속도 확보, 소음감소 등의 요소가 주로 고

려되어 결정되며, 이에 따라 계획속도와 다

른 전동차 운행구간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6호선 곡선부 

레일마모 분석과 궤도 설계 및 시공시 계획

된 열차 운행속도와 다른 실제 열차운행속도

로 인한 캔트의 과부족이 레일마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또 6호선 급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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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궤도 곡선부의 열차

속도 증속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론

2.1 열차운행속도에 따른 곡선부 레일마모 및 

캔트량과 마모량 분석

서울교통공사 6호선 응암~봉화산 구간 곡선

부에서 실제 캔트량과 열차 운행속도를 조사

하고, 열차운행속도에 따른 균형캔트량을 계

산하였다. 6호선의 곡선반경 1000 이하의 모

든 곡선을 대상으로 하되,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정거장을 포함하는 곡선과 레일교환공

사 시행 곡선, 원곡선내 2중 캔트 구간 등을 

제외하고 31곳을 선정하였다.

※ 조사대상 곡선현황(R): 총 31개

6개 ≤ 300 < 12개 ≤ 400 < 4개 ≤ 500 <  

4개 ≤ 600 < 4개 ≤ 700 < 1개 ≤ 800

- 편마모(mm): 곡선 외측레일

- 직마모(mm): 곡선 내측레일

Table 1 Status of Cant & wear according to trai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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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6호선의 17년 사용 레일의 최대 직

마모는 4mm, 편마모는 8.3mm로 확인되었다.

 

2.2 균형캔트와의 차이에 따른 마모경향 분석

Table 1의 현장캔트와 균형캔트와의 차이에 

따른 레일마모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7

년 2분기 궤도검측데이터의 단면마모량을 조

사하였다. 지하철 6호선의 2000년 개통이후 

현재까지의 마모량을 조사하였으며, 열차속

도 및 단면마모량은 각 원곡선의 산술평균값

을 적용하였다.

Fig. 1 Rail wear due to curved cant shortage/ 
excess

단면마모 현황은 위의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캔트 값이 클수록 편마모량은 감소

하였고, 직마모량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었으며, 또 기울기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3 캔트 분석결과에 따른 곡선부 열차속도 

증속 가능성 분석

위에서 분석한 6호선 31개의 곡선에서는 2

개의 부족캔트와 29개의 초과캔트를 보이고 

있으며, 균형캔트를 기준으로 열차의 속도를 

계산하고 전체 속도감소/증가 비율을 산출하

면 15.7%의 속도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 Decrease & Increase rate in train speed for 
equilibrium cant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6호선의 

개통시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분석 

가능한 곡선부의 레일마모량을 검토하였으며, 

6호선 전동차의 ATO 자동운전 로깅 

데이터에서 전동차의 실제 운행속도와 

궤도검측차에서 측정한 실제 캔트량을 

통하여 균형캔트 및 그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레일마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7년 사용 레일의 최대 직마모는 

4mm, 편마모는 8.3mm로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캔트 값이 커질수록 

곡선 외측 레일의 편마모 값은 작아지고, 

내측 레일의 직마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곡선들에서는 

부족캔트가 10%, 과캔트 90%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곡선부 열차속도 증속 가능성이 

15.7%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곡선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며, 

또 곡선부 증속에는 열차소음, 차륜마모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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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위 수량 직마모 편마모

부족캔트
-30 ~ -20 1 0.6 4.2
-20 ~ 0 2 1.3 6.4

초과캔트

0 ~ 30 10 2.1 6.1
30 ~ 60 13 2.4 5.2
60 ~ 90 5 2.5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