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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oller rig has been widely used in the study about dynamic stability and railway safety. However, the cost 

for constructing the roller rig and the difficulty in adjusting the design parameters for vehicle systems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small scale simulator which is cheaper than the large scale test systems and easy to control the 
parameters affecting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railway vehicle. For the operation of the small scale test system 
called a small scale simulator,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This 
could be achieved b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an analysis and an experiment. This paper presented the 
analytical model which could be used for verifying of the test results and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behavior 
of the dynamic system comprising the small scale bogie and the simulator.

------------------------------------------------------------------------------------

1. 서  론

철도 차량의 동적 거동 및 안정성 등을 예측하고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철도선진국인 영

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축소모델을 제작 및 시험 하는 방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Full scale 모델로 실차 시험을 할 경우, 대규모의 시험설비 구축에 따

른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소요, 그리고 시험 환경 설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단

점들을 극복하고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석적 접근과 상사법칙을 적용한 축소대차 모델을 이용

하여 동적시험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상사기법에 기초한 1/5 축소대차의 해석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도향상에 따른 1/5 축소대차의 동적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해석모델 및 해석결과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도시철도연구소에 구축되어 있는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시험결과와의 비교∙검증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2. 소형탈선시뮬레이터

  2.1 상사기법

상사기법과 축소와 관련된 문제는 축소모델에서부터 실물 모델까지의 실험 결과들의 변환에 대해 특

별한 관심이 있다. 초기 상사기법의 적용은 레이놀즈에 의해 만들어진 점성유체와 관련된 문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의 상사기법 문제는 유체역학, 항공역학, 화학공정역학, 기계공학의 설계 작업  

등의 공학문제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사기법은 차량의 안정성과 동적 거동 특성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Iwnicki의 상사법칙과, 

크립이론과 차륜/레일 접촉역학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Pascal의 상사법칙, 철도차량 다물체 동역학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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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방정식의 타당성을 검증 목적으로 하는 Jaschinski의 상사법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상사기

법은 중력가속도와 재질의 탄성계수와 같이 인위적인 축소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축소모델 운동방정식의 구성요소 항 중에는 상사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full scale 대차 모델과 scale model 대차 모델 간에는 완벽한 상사가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Jaschinski는 재질의 물성을 변경하여 상사 기법을 적용함으로서의 full scale 대차 

모델에서의 차륜/레일 접촉 특성에 대한 근사화된 상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Iwnicki의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설계한 축소 모형 대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소형 탈선 시뮬레이터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소형 탈선시뮬레이터는 그림 1과 같이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를 

대상으로 하였고, 2개의 윤축, 대차프레임, 1차 현가장치로 구성된다. 상사기법 중 차량의 안정성과 동

적 거동 특성을 목적으로 진동수에 관점을 둔 MMU의 S. D. Iwnicki 상사기법을 적용하여 그림 2와 같

이 설계 및 제작하였다.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 (MAN 대차) 도면과 관련 데이터를 적용하여 축소대차의 주요사양, 물성치, 각 

파라미터에 대한 제원값은 도표 1과 같다. 

또한 1/5 축소대차의 1차 현가장치는 실제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의 유사한 타입으로 하

고자 X축과 Y축을 2개의 판스프링으로, Z축을 2개의 코일스프링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 (MAN 대차)  

   

그림 2 1/5 축소대차

축소대차의 1차 현가장치는 실제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의 유사한 타입으로 하고자 X축

과 Y축을 2개의 판스프링으로, Z축을 2개의 코일스프링으로 구성하였다.[2]

3. 주행안정성 해석

 3.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철도차량 전용 해석프로그램인 VI-Rail[3]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차륜/궤조

륜의 접촉 상태를 구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차륜/궤조륜 모델링이 가능한 ADMAS/View[4]을 사용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차륜 답면구배, 궤조륜의 답면 형상, 현가장치의 

기본 프레임 등에 대한 3D모델링이 어려워 3D CAD프로그램인 Pro-E를 통하여 모델링을 하였고, 

Import 작업으로 기하학적 형상을 불러들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Pro-E로 완성한 3D 모델

(igs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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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제대차 상사지수 축소대차 (1/5)
대차프레임 길이 [m] 3.606  0.7212
대차프레임 폭 [m] 2.268  0.4536

대차프레임 높이 [m] 0.897  0.1794
고정축거 [m] 2.5  0.500
차륜직경 [m] 0.914  0.1828

차체 질량 [kg] 54,970  439.76
대차 질량 [kg] 3,500  28
윤축 질량 [kg] 2,650  21.2

궤간 [m] 1.435  0.287

대차 Ixx moment of inertia [Mgm ] 1.58  0.0005056

대차 Iyy moment of inertia [Mgm ] 1.6  0.000512

대차 Izz moment of inertia [Mgm ] 3.01  0.0009632

윤축 Ixx moment of inertia [Mgm ] 1.36  0.0004352

윤축 Iyy moment of inertia [Mgm ] 0.003  0.00000096

윤축 Izz moment of inertia [Mgm ] 1.36  0.0004352

1차 현가장치 스프링 상수 Kx [MNm ] 0.379  0.003032

1차 현가장치 스프링 상수 Ky [MNm ] 0.379  0.003032

1차 현가장치 스프링 상수 Kz [MNm ] 0.758  0.006064

1차 현가장치 수직댐퍼 댐핑계수 [MNsm ] 0.03  0.00024

1차 현가장치 부쉬 Kx [MNm ] 16.0  0.128

1차 현가장치 부쉬 Ky [MNm ] 4.0  0.032

1차 현가장치 부쉬 Kz [MNm ] 0.142  0.001136
차륜답면형상 1/40  1/5 scale

레일두부형상 60Kg  1/5 scale

Young's modulus [Nm ] 2.07E11 1/1 2.07E11

도표 1 축소대차 설계 제원

그림 3. 1/5 축소대차의 3D 모델링 (igs 파일)

   

ADAMS/View에서는 도표 1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모델링 하였다. 실제 소형탈선시뮬레이터상의 1/5 

축소모델과 같이 궤조륜 위에 축소 대차가 있는 구조로 모델링 하였다. 

궤조륜이 회전을 하면, 차륜은 접촉상태로 회전을 하게 되고, 1/5 축소대차의 실제모습과 같이 전후방

향의 움직을 구속하였다. 또한 1차 현가장치의 경우 상기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2개의 판스프링과 1개의 

코일스프링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축소대차에서는 상사지수가 적용된 스프링요소와 부싱스프링값을 더하

여 1/5 축소대차의 현가장치 목표 특성치를 모델에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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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ADAMS/View에서의 스프링 요소를 이용한 1차 현가장치 구현 방법 및 각 방향의 조인트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각 스프링 요소의 물성치는 도표 1에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5. 1/5 축소대차 현가장치 모델링

   

그림 6. 그림 4. 1/5 축소대차 해석모델 

 

 3.2 해석조건

본 해석에서는 1/5 축소대차 상에서 주행속도 0km/h∼50km/h (실제 대차 기준 0km/h∼250km/h) 까

지 50km/h의 간격으로 속도를 증가시켜서 그에 따른 해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해석조건은 새마을호 최

대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3 해석 결과

해석결과에 앞서 1/5 축소대차의 사행동 운동주파수(kinematic frequency)를 확인하였다. 윤축/대차의 

사행동 파장과 관련된 식은 식 (1)~ 식 (2)과 같고, 주행속도 250km/h 에서의 윤축, 대차 각각의 사행

동 주파수는 15.26 Hz, 7.6 Hz 이다. 

주행속도 (km/h) 축소대차 사행동 주파수 (Hz)
실제대차 축소대차 윤축 (fw) 대차 (fb)

50 10 3.05 1.52
100 20 6.10 3.04
150 30 9.36 4.56
200 40 12.21 6.08
250 50 15.265 7.6
300 60 18.32 9.12

도표 2 주행속도별 윤축, 대차의 사행동 주파수

 



                                                                             (1)

   




 


                                                                    (2)

  - L1 = 윤축의 사행동 파장

  - L2 = 대차의 사행동 파장

  - e = 좌우 차륜 간격의 1/2(≒궤간의 1/2)

  - r = 차륜반경

  - λ = 답면구배

  - l = 축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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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조건에 따른 1/5 축소대차의 동적해석을 수행 후 전방윤축의 좌우방향 가속도의 RMS 결과값을 

속도별로 구하였다. 추가로 FFT 처리를 하여 속도에 따른 주파수 특성을 살펴보았다. 

 3.3.1 속도 : 50km/h (실제 대차의 경우 : 250km/h)

그림 7은 소형 탈선 시뮬레이터에서 속도를 0~50km/h(1/5scale)상에서 시험한 결과이고, 그림 8은  

ADAMS/View의 해석결과이다. 시험에서는 선형적으로 속도 변화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지만, 

ADAMS/View해석결과는 선형적으로 속도 변화에 대한 조건을 구현하지 않고 50km/h(1/5scale)등속에

서의 결과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그래프에서 등속 구간을 비교하면 시험에서 윤축과 대차의 사행동 

운동주파수(kinematic frequency)는  15.6Hz, 7.8Hz이고, ADAMS/View해석에서의 윤축과 대차의 사행

동 운동주파수(kinematic frequency)는 15.0Hz, 7.9Hz이므로 시험결과와 유사한 해석결과 값이 나타났

다. 그리고 그림 9는 식 (1), (2)를 이용하여 구한 이론적 결과와 실험결과에 대한 비교 결과와 

50km/h(1/5scale)에서의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이론식과 시험결과, 그리고 ADAMS/View 해석결

과의 값이 유사한 값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추후에 본 축소 대차 해석모델이 시험데이타의 검증과 축소

대차와 시험기로 구성되는 동역학적 시스템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7. 대차 좌우방향 가속도 (STFT처리)

주행속도 0∼50km/h (1/5 scale)    

그림 8 ADAMS/View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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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험/이론식 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상사기법에 적용한 1/5 축소대차의 해석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도향상에 따른 1/5 축소대차의 동적특성을 확인하였다. 

1.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를 대상으로 상사법칙을 적용한 1/5 축소대차의 3D 모델로 동

적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2. 소형탈선시뮬레이터 상에서의 축소대차 시험 결과와 ADAMS/View 의 해석결과, 그리고 이론식으

로 구한 윤축과 대차의 사행동 운동주파수(kinematic frequency)값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3. 개발된 해석 모델은 소형 탈선 시뮬레이터의 성능 평가 및 축소대차 주행 안정성 평가에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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