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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ypes

ISO ISO 1005 Tensile test, Hardness test, Impact test,

EN EN 13262
Tensile test, Hardness test, Impact  test, 

Fatigue test, Toughness test

UIC UIC 812
Tensile test, Impact  test, Fatigue test, 

Toughness test

JIS JIS E 5402
Tensile test, Impact  test, Fatigue test, 

Toughness test, Residual stress check

Test ISO 1005 EN 13262 UIC 812 JIS E 5402

Tensile 

Test
ISO 6892 EN 10002-1 ISO 6892

JIS Z 2241,

JIS Z 2201

Hardness 

Test
ISO 6506 ISO 6506 -

JIS Z 2243,

JIS Z 2246

Impact 

Test
ISO 83 EN 10045-1 ISO 83 JIS Z 2242

1. 서론

차륜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철도용품이다. 철도분야에 적용되는 용품에 대

해 품질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통일된 표준을 

마련하고자 KS R 9221 등 국내규격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철도용품의 세계화 등의 요건으로서 

KS R 9221 등 국내 시험규격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N, ISO, JIS, 

UIC 등 주요 차륜 규격의 품질시험 중 기계적 성질 

시험을 비교하여 철도차량용 차륜의 국내 시험규

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차륜의 기계적 성질 시험의 종류

차륜의 기계적 성질 시험은 인장 시험, 경도 시

험, 충격 시험,  피로 시험, 인성 시험 등이 있다. 

주요 국제 규격의 기계적 성질 시험의 종류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Types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test

3.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의 분석

인장 시험은 Table 3의 위치에서 시편을 채취 

하여 강등급에 따라 규정된 인장강도와 비교한다. 

충격 시험은 Table 3에 나타난 샘플위치에서 시편

을 채취하여 온도에 따라 U노치 혹은 V노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피로 시험은 107회의 응력변화

를 가했을 때 크랙 발생이 없는지 평가한다. 경도 

시험은 Table 4에 나타난 림의 위치에서 측정되며 

브리넬 경도 값이 규격에서 지정한 값 이상이 되는

지 평가한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test

4.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의 차이

기계적 성질 시험의 시험 종류는 Table 1에 시험 

방법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시험요건의 규격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기계적 성질은 강등급에 

따라 규정되는데 EN에서는 ER6 - ER9로 구분하고 

UIC의 경우 C1 - C4로 구분 하며 JIS는 ISO와 JIS 

G 0404에 따라 강등급을 구분한다. 세부 시험방법

의 규격 간 차이는 EN에서 충격시험의 경우 20℃일 

때 U노치를 사용하고 -20℃의 경우 V노치를 사용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ISO, UIC에서는 U노치 시험

만을 시행하고 있다. 시험별 시편의 크기의 규격 

간 차이는 인장시험의 경우 EN와 JIS에서 시편의 

지름은 최소 10mm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편길이는 

시편지름의 5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UIC 와 ISO의 

경우 시편지름은 10mm로 동일하지만 길이는 

   로 규정하고 있다. 시편의 위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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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Location of test pieces

ISO 1005

EN 13262

UIC 812

JIS E 5402

Standard Location of readings

ISO 1005

EN 13262

JIS E 5402

규격 간 차이는 Table 3, Table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Table 3 Location of tensile & impact test pieces

Table 4 Location of readings for hardness test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차륜 국제규격의 기

계적 성질 시험방법을 비교하였다. 시험항목과 시

험방법은 각 시험규격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차후 차륜의 국내 시험규격을 개선할 

경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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