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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속철 대차프레임은 철도차량의 대표적인 안전품목으로 기존논문에서 정하중 및 피로해석, 

하중시험 등으로 다양하게 검증되어 왔다. 하지만 취약부위에 직접 스트레인게이지를 취부하여 동

응력 측정을 통한 피로평가는 이루에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 대차프레임의 피

로강도 취약부분을 해석적으로 평가한 후 이 위치에 스트레인게이지를 취부하여 동응력을 측정한

다. 동응력시험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BS7608규격을 적용하여 Glyph-Works사의 N-cod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로수명를 평가하고자한다.

주요어 : 고속철 대차프레임, 피로해석, 동응력측정, BS7608, 피로강도평가, 피로수명

1. 서 론

본 논문은 고속철 대차프레임의 실제 운행 

중 안전성검증을 위하여 작성하였다. 고속철 

대차프레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방법은 관련

규격을 이용한 구조 및 피로해석, 정하중 및 

피로하중시험 등이 있으나 실제 운행중에 발

생하는 복합적인 하중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운행중 발생

되는 실동응력을 측정하여 피로수명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험 전 스트레인게이지 위치선정은 UIC615 

–4를 이용하여 정하중 및 피로해석 후 취약

부위를 선정하였다.

2. 본 론

2.1 구조해석 및 피로해석

정하중 구조해석은 UIC 615-4를 따라서 수

직하중 2g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으

며, 피로해석은 동일한 규격에 나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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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을 고려한 서비스하중조건을 적용하

여 실시하였다. 그림 1은 수직하중 2g에 대

한 구조해석 결과로 최대응력은 트랜섬과 사

이드 프레임이 만나는 코너부에서 발생하였

다.

Fig. 1 Stress distribution of Vertical proof load

그림 2는 UIC615-4의 피로하중조건을 적용

하여 피로해석을 실시한 후 데이터를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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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Goodman선도에 도시한 것이다. 트랙 비틀

림 효과가 있는 주요 서비스 하중조건의 피

로평가 결과, 최대응력진폭은 107.49MPa로 

393,651노드에서 발생하며, 이때 평균응력은 

-90.28MPa 이다. 그림 2에서 보듯 각 노드에

서의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은 피로내구선도 

내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아래에

해당부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Fig. 2 Fatigue endurance diagram for main 
in-service load with twist effect.

2.2 동응력 측정시험

2.1절의 해석결과를 토대로 피로강도 취약

부를 선정하여 표 1에 각부분의 재질 및 위

치 BS7608의 Class를 나타내었다. 

Table 1 Measurement strain gauge mounting position

아래 그림 3에 표1의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를 

나태내었다.

Fig. 3 The Drawings of strain gauge locations.

운행구간은 호남선 서울-광주송정 구간을 1왕

복하였다. 아래그림 4는 시험 시 사용되는 장비

를 나타내었다.

Fig. 4 Test equipment installation

측정장비는 HBM사의MGC-plus를 사용하였고 전

원노이즈 차단을 위하여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

하였다.

그림. 5는 고속철 대차프레임에 취부된 스트

레인게이지 형상을 나타내었다.

Gauge No. 위치 재질 BS7608 비고

1

1 차 Suspension
주변부

SM
490A

B 단축

2 B 단축

3 B 단축

4 F 단축

5 F 단축

6 F 단축

7 2 차 Suspension
주변부

B 3 축

8 B 3 축

9 Transom 과 Side
결합부

F 단축

10 F 단축



Fig. 5 Shape of strain gague attachment

2.3 동응력 측정데이터 분석

고속차량 대차프레임에 대한 동응력 측정 

시험결과 평가는 년간 600,000km 30년간 

18,000,000km를 기준으로 한다. 총 누적손상

의 계산은 각 노선에서 1회 왕복 운행 시 발

생된 누적손상을 총 운행거리 18,000,000km

를 1회 왕복 운행거리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한다.

표 2는 동응력 측정 시험구간 및 거리를 나

타내었다.

Table 2 Service section of dynamic stress 
measurement test

Table 3 Cumulative Damage Result

표 3의 결과에서 서울-광주송정 노선에 대

한 누적손상 결과, 최대 누적손상은 10번 게

이지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값은 0.293으로 

기준값 1 이내에 있다. 

3. 결 론

여기에 고속차량 대차프레임에 대한 동응력

측정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적손상법

(Miner’s rule)에 의한 누적손상을 계산하였다.

누적손상 최대값은 10번게이지(용접부)에서 

0.293의 누적손상이 계산되었다. 

 따라서, 고속차량 대차프레임의 운행 중 

동하중에 의한 피로강도는 충분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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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편도거리 왕복거리 비고

서울↔광주송정 303.8km 607.6km 호남선

Gauge No. 1 회 왕복 
누적손상 총 누적손상 비고

1 5.34E-07 0.016 BS7608, B

2 5.73E-07 0.017 BS7608, B

3 2.95E-07 0.009 BS7608, B

4 4.43E-06 0.131 BS7608, F

5 3.45E-06 0.102 BS7608, F

6 2.14E-06 0.072 BS7608, F

7 3.28E-06 0.097 BS7608, B

8 2.26E-06 0.067 BS7608, B

9 9.82E-06 0.291 BS7608, F

10 9.90E-06 0.293 BS7608,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