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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ar of the vehicle generally overhangs the rear axle. As a result, the rear of a vehicle swings to the 
outside of the rear axle(rear swing-out). In front steering vehicles, rear swing-out is not important because 
rear swing-out values measured outside the rear edge are relatively small. However, in the case of the 
bimodal tram with AWS(all wheel steering), the rear swing-out values increase because of the rear steering 
at a reverse phase angle.
 Off-tracking is defined as the radial offset between the path of the centerline of the front axle and the path 
of the centerline of the following axle. In this paper, in addition to determine the turning performance of 
bimodal tram with AWS, turning radius, swing-out, off-tracking and swept path width were also investigated. 

1. 서  론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으로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예

상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을 신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향후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50만에서 70만∼100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경전철을 도입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에서도 바이모달 트램과

같은 타 교통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바이모달 트램은 전용도로에 설치된 자석 마커를 따라

자동운전이 가능하며, 고무타이어로 되어 있어 정해진 선로와 일반도로 양쪽 모두를 운행할 수 있

는 굴절차량으로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중교통수단이다. 바이모달 트램과

같은 복합형 교통수단이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복합형 교통수단에 대한 근거 법으로 ‘복합

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바이모달 트램이 일반도로를 운행할 때는 굴절버스로 운행되는 BRT(간선급행버스)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전용도로를 운행할 때는 바이모달 트램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이 적용되야 한다.

일반도로 및 전용도로 설계시 곡선구간에서 도로폭이 확폭되어야 하므로 운행되는 차량의 선회성

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바이모달 트램은 긴 축간거리로 인하여 전체 차륜 조향(AWS,

all wheel steering) 시스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전륜조향(front wheel steering)을 갖는 일반 굴절

버스와 다른 선회성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모달 트

램에 대한 선회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회전반경, 스윙아웃, 이탈궤적 및 차량의 선회폭에 대

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를 굴절버스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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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회성능 고려 항목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선회 특성을 바탕으로 도로설계가 수행되며, 차량이 운행할 수 있

는 구간도 정의된다. 차량의 선회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항목으로 회전반경(turning radius), 차량

선회폭(swept path width), 이탈궤적(off-tracking)과 스윙아웃(swing-out) 등이 있다.

최소회전반경은 그림 1과 같이 최대로 조향했을 때 바깥쪽 앞바퀴 자국의 중심선의 회전반경을 말하

며,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 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궤적은 앞축

의 중심과 뒤축의 중심의 궤적의 차이를 말하며, 그림 2와 같다. 이탈궤적은 보통 앞바퀴보다 뒷바퀴

가 더 안쪽 도로로 선회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축거가 길수록 커지게 되므로 축거가 긴 굴절차량에

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이탈궤적이 회전방향 안쪽으로 궤적을 그리는 반면에 스

윙아웃은 회전방향 바깥쪽으로 궤적을 그려 경로를 이탈하는 현상을 말한다. 스윙아웃에는 그림 3

∼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론트 스윙아웃(front swing-out)과 리어 스윙아웃(rear swing-out)이

있다. 프론트 스윙아웃은 그림 3과 같이 굴절되는 각도가 크고 피봇의 위치가 견인차 위에 있는 세

미트레일러와 같은 트럭에서만 발생하므로 통상적인 스윙아웃은 리어 스윙아웃을 말한다. 원곡선을

선회할 때 차량 끝단이 그리는 궤적은 차량 선회폭 내에 있으므로 리어 스윙아웃에 대한 영향이

없지만 직선에서 원곡선으로 접어들 때 리어 스윙아웃은 옆 차선을 침범할 수 있으므로 안전상 중

요한 인자가 된다. 차량 선회폭(swept path width)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이 원곡선을

회전할 때 소요되는 최소폭을 말한다. 차량의 선회폭을 결정하는 변수는 조향각도, 앞 오버행, 뒷

오버행 및 고정축과 차체가 만나는 지점이지만, 일반적으로 전두부에 있는 견인차가 길기 때문에

뒷 오버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선회성능 검토항목 중에서 최소회전반경과 스윙아웃에 대하여

안전기준이 나와 있으며, 도표 1과 같다.

그림 1. 회전반경 및 차량선회폭 그림 2. 이탈궤적(Off-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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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론트 스윙아웃(Front swing-out) 그림 4. 리어 스윙아웃(Rear swing-out)

규격 기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최소회전반경을 측정하였을 때 12m 이내

국외(유럽) 97/27/EC 스윙아웃을 측정하였을 때 0.6m 이내

도표 1. 선회성능 안전 기준

검토기준 차량 차량 제원

바이모달 트램

굴절버스(BRT 설계 기준)

도표 2. 검토기준 차량

3. 선회성능 검토 결과
3.1 선회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1축의 조향각은 운전자에 의하여 제어되지만 굴절각은 각 차륜의 조향 상태에 따라 기하학적으

로 결정되어지므로 주행 궤적 및 차량의 회전성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표 2의 검토기준 차량

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바이모달 트램의 최대 조향각(평균조향각 32도

기준)으로 조향했을 때와 BRT 설계지침의 최소평면곡선반경인 20m(1축 중심점 기준)에 해당되게

조향했을 때에 대하여 J 턴 스텝 입력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바이모달 트램의 후륜 조향각 제어는

ME사 AWS ECU를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2축에서 굴절점까지의 거리는 바이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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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과 굴절버스 모두 1.19 m를 적용하였다.

32도 조향시의 바이모달 트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5∼8에 나타냈으며, 굴절버스에 대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9∼11에 나타냈다. 굴절버스의 회전반경이 바이모달 트램보다 작게 나

타났는데 이는 비교를 위해서 같은 32도 조향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며, 실제운행시 굴절버스

는 32도 이상 조향할 수 있으므로 최소회전반경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스윙아웃은 굴절버스보다 바

이모달 트램이 더 크게 나타났으나 이탈궤적은 바이모달 트램이 더 작게 나타났다. 차량선회폭에서

도 바이모달 트램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 굴절버스보다 바이모달 트램이 도로 설계시 유리할 것

으로 판단된다.

BRT 설계지침과 비교하기 위하여 곡선평면 반지름 20m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도표 3에 나타냈다. BRT 설계지침에 의하면 일반전용도로(도시기준)에서 차로폭은

80km/h이상에서 3.5m, 60km/h일 경우 3.25m이며, 곡선평면반경 20m에서는 최소 2m를 추가로 확

폭해야 한다. 바이모달 트램과 굴절버스 모두 최소 확폭량을 만족하고 있으며, 곡선반경 20m 조건

에서는 스윙아웃을 비롯한 모든 측면에서 바이트램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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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바이모달 트램 회전반경(32도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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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바이모달 트램 스윙아웃(32도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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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바이모달 트램 이탈궤적(32도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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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바이모달 트램 차량선회폭(32도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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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굴절버스 회전반경(32도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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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굴절버스 스윙아웃(32도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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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굴절버스 이탈궤적(32도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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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굴절버스 차량선회폭(32도 조향)

회전반경
(m)

이탈궤적
(m)

스윙아웃
(m)

차량 선회폭
(m)

32도 조향
바이모달 트램 11.06 1.19 0.38 4.46

굴절버스 11.63 3.10 0.29 5.37

평면곡선반경 
20m

바이모달 트램 21.4 0.61 0.03 3.53

굴절버스 20.98 1.52 0.14 4.10

도표 3. 시뮬레이션 결과

3.2 바이모달 트램 실차시험 결과 비교

바이모달 트램의 조향핸들을 최대로 돌린 후 시속 2 ～ 3 km/h의 저속에서 우회전시와 좌회전시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조향각도 및 속도는 센서를 통하여 계측을 하였으며, 최소회전반경, 이탈궤

적, 스윙아웃 등은 외측타이어 및 뒷 범퍼 끝단에 먹물을 뿌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실측하였다.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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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궤적을 실측하여 수치화 한 측정결과로서 평균회전반경은 11.8m, 평균이탈궤적은 1.09m이며, 평

균스윙아웃은 0.12m가 나타났다. 측정결과는 도표 1의 선회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나 시뮬레이

션 결과와 비교하면 평균회전반경이 크게, 이탈궤적과 스윙아웃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회전반경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초기 최대조향각 설정시 stop bolt에 의해 설정하는데 각도가 적게 설정된

상태에서 stop bolt를 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윙아웃경우는 차량을 똑바로 정렬된 상태에서 시험을

해야 하는데 회전반경 시험과 병행을 하다보니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시험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

다. 추후에 정밀하게 설정한 후에 재시험을 하면 시뮬레이션과 실차시험의 차이가 줄어 들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바이모달 트램의 선회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실차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바이모달 트램은 시뮬레이션 및 실차시험 모두 최소회전반경 및 스윙아웃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

족하고 있다.

(2) 바이모달 트램과 굴절버스 모두 20m 평면곡선 반경에서 BRT 설계치침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바이모달 트램이 곡선에서 더 적게 도로를 확폭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탔다.

(3) 스윙아웃 값은 최대 조향에서 바이모달이 크지만 20m 평면곡선 반경에서는 굴절버스가 크게 나

타났다.

(4) 시뮬레이션 결과, 곡선에서 바이모달 트램이 굴절버스보다 선회폭이 작으므로 도로설계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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