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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gie frame is typical safety part of railway vehicle. Total serviceable life of bogie frame will be evaluated 
by Cumulative Damage Approach Method that is defined by dynamic strain measurement during revenue 
service under the actual track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 standardization process developed in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BS 7608 defines for 
fatigue design and test method of steel structure by fatigue test results over the long period.
  This paper evaluates the total serviceable life applying BS 7608 for the bogie frame of Electric Multiple 
Unit to verify structural safety of the bogie frame.

1. 서론

  대차프레임은 철도차량의 대표적인 안전구성품으로써 차체 자중 및 승객하중에 의한 정적하중과 곡선

주행 및 제동시 발생되는 준 정적하중, 불규칙한 선로와 차체, 대차, 윤축의 상대운동 모드에 의한 동

하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실제 선로 운행 중 발생되는 변동하중에 의한 동응력을 측정하고 이에 의해

서 발생되는 손상을 누적손상법으로 계산하여 대차의 피로 내구수명을 평가하고자 한다.

  BS 7608은 영국의 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제정한 규격으로, 장기간에 걸친 피로시험 결과

를 바탕으로 재질에 관계없이 강 구조물의 피로설계 및 평가방법에 관해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

장 보수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S 7608을 적용하여 전동차 대차의 피로 내구수명을 평가하고 실제 선로에서 대

차프레임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개요

측정 구간은 강남역 - 정자역 왕복 구간(34.6 km)이며 측정 대차는 구동대차이다. 측정 부위는 구조 

해석과 정하중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응력이 높게 발생하는 부위에 12개 채널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취부하여 실제 운행속도(최고속도 90km)에서 공차 및 만차 조건으로 주행하면서 데이타를 획

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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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측정 대차프레임 형상

3. 측정 방법

  3.1 측정 장비

  동응력 측정에 사용될 장비는 Data acquisition system(MGC-PLUS), Strain gage(HBM), Notebook 

PC(HP)이며 그림 2는 측정 장비의 대략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2. 측정 장비 구성

  

  3.2 스트레인 게이지 취부 내역

  그림 3은 스트레인 게이지 취부도이며 표 1은 스트레인 게이지 취부 내역이다.

   

그림 3. 스트레인 게이지 취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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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스트레인 게이지 취부 내역

구분 채널 Arrangement 취부 부위 BS7608 Class

구
 동
 대
 차

L01 1/4 Bridge SIDE FRAME 상단 용접부 D

L02 1/4 Bridge SIDE FRAME 상단 용접부 D

L03 1/4 Bridge MOTOR BRACKET 모재부 B

L04 1/4 Bridge MOTOR BRACKET 용접부 F

L05 1/4 Bridge TRANSOM SUPPORT BRACKET 모재부 B

L06 1/4 Bridge TRANSOM SUPPORT BRACKET 모재부 B

L07 1/4 Bridge GEAR HANGER BRACKET 모재부 B

L08 1/4 Bridge GEAR HANGER BRACKET 모재부 B

L09 1/4 Bridge TRANSOM PIPE 용접부 F

L10 1/4 Bridge TRANSOM PIPE 용접부 F

L11 1/4 Bridge BRAKE BRACKET 용접부 D

L12 1/4 Bridge BRAKE BRACKET 용접부 D

4. 평가 방법

  측정 결과의 평가는 측정된 데이타를 Rain-flow counting과 BS7608 S/N 선도를 사용하여 누적손상을 

계산한다. 계산된 누적손상은 차량이 운행 구간을 1회 왕복할 때 발생되는 손상으로 대차프레임의 내구

연한인 30년에 대한 값으로 환산된다. 여기서 30년간의 누적손상은 1보다 작아야 한다. 그림 4는 

BS7608 S/N 선도이며 여기서 Class는 모재부와 용접부의 구분, 용접형상에 따른 구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 BS7608 S/N 선도

5. 측정 결과

  동응력 측정 결과를 그림 5~6과 표 2~3에 나타내었고 최대/최소 응력값은 1회 왕복 전 구간을 기준으

로 구한 값이다.

 

   

그림 5. 동응력 측정 결과 (강남역-정자역-강남역, 공차 L01 ~ 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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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 결과 요약 (공차 조건)

구분 채널

강남역 - 정자역 - 강남역

응력 (MPa)
BS7608 Class Damage

최대 최소

구
 동
 대
 차
 

L01 10.31 -16.96 D 1.0E-8

L02 16.63 -28.37 D 1.0E-8

L03 7.177 -11.25 B 1.0E-8

L04 6.052 -14.46 F 1.0E-8

L05 2.861 -7.538 B 1.0E-8

L06 4.212 -13.61 B 1.0E-8

L07 37.83 -43.52 B 6.01585E-7

L08 29.32 -58.36 B 8.09959E-7

L09 8.647 -28.87 F 1.0E-8

L10 12.48 -15.14 F 1.0E-8

L11 6.484 -1.826 D 1.0E-8

L12 18.32 -2.082 D 1.0E-8

   

그림 6. 동응력 측정 결과 (강남역-정자역-강남역, 만차 L01 ~ L12)

표 3. 측정 결과 요약 (만차 조건)

구분 채널

강남역 - 정자역 - 강남역

응력 (MPa)
BS7608 Class Damage

최대 최소

구
 동
 대
 차

L01 36.91 -15.04 D 3.79850E-7

L02 21.75 -43.61 D 2.42122E-7

L03 8.216 -8.346 B 1.0E-8

L04 14.13 -16.13 F 1.0E-8

L05 6.744 -22.55 B 1.0E-8

L06 2.427 -36.49 B 1.0E-8

L07 38.1 -49.39 B 1.18799E-6

L08 35.27 -53.37 B 1.41910E-6

L09 9.214 -34.41 F 8.73333E-7

L10 15.33 -32.34 F 3.18701E-7

L11 21.67 -11.64 D 1.0E-8

L12 28.71 -4.068 D 1.0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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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분석

  본 측정의 근본 목적은 대차프레임의 내구연한인 30년 이내에서 대차프레임의 균열발생 여부를 예측

하는 것이다. 30년간의 누적손상이 1보다 작은 값이면 이론적으로 대차프레임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수명을 평가한다.

  운용 계획

  대차당 1일 평균 왕복 운행 횟수 : 13 회

  대차당 1년 평균 왕복 운행 횟수 : 4,745 회

  대차당 수명연한 기간 동안의 왕복 운행 횟수 : 4,745 회/년 × 30 년 = 142,350 회

  이와 같은 계산/환산 결과를 표 4~5의 누적손상 계산표에 나타내었다. 표 4~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 구간 30년 운행시 최대 누적손상은 만차 구동대차 L08번 Channel에서 발생된 0.202이며 이 값은 균

열발생 기준치 1보다 충분히 작은 값이다.

표 4. 누적손상 계산표 (공차 조건)

구분 채널 BS Class 1회 왕복 누적손상 30년 전체 누적손상 비고

구
 동
 대
 차
 

L01 D 1.0E-8 0.0014  

L02 D 1.0E-8 0.0014  

L03 B 1.0E-8 0.0014  

L04 F 1.0E-8 0.0014  

L05 B 1.0E-8 0.0014  

L06 B 1.0E-8 0.0014  

L07 B 6.01585E-7 0.0856  

L08 B 8.09959E-7 0.1153  

L09 F 1.0E-8 0.0014  

L10 F 1.0E-8 0.0014  

L11 D 1.0E-8 0.0014  

L12 D 1.0E-8 0.0014  

표 5. 누적손상 계산표 (만차 조건)

구분 채널 BS Class 1회 왕복 누적손상 30년 전체 누적손상 비고

구
 동
 대
 차

L01 D 3.79850E-7 0.0541  

L02 D 2.42122E-7 0.0345  

L03 B 1.0E-8 0.0014  

L04 F 1.0E-8 0.0014  

L05 B 1.0E-8 0.0014  

L06 B 1.0E-8 0.0014  

L07 B 1.18799E-6 0.1691  

L08 B 1.41910E-6 0.202  

L09 F 8.73333E-7 0.1243  

L10 F 3.18701E-7 0.0454  

L11 D 1.0E-8 0.0014  

L12 D 1.0E-8 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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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동응력 측정으로 획득된 데이타를 분석한 결과, 최대 누적손상은 만차 구동대차 L08번 Channel에서 

발생되었으며 내구연한 30년 동안 0.202로 예측되어 진다. 이 값은 기준치 1보다 충분히 작은 값이다. 

따라서 전동차 구동대차는 내구연한 동안 충분한 강도적 안전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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