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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 stability of railway vehicle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railway safety. The 

dynamic simulator has been used in the study about the dynamic stability of railway vehicle and wheel/rail 
interface. Especially, a small scale simulator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undamental study in the laboratory 
instead of full scale roller rig which is not cost effective and inconvenient to achieve diverse design 
parameters. But the technique for the design of the small scale simulator for the fundamental study about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wheel-rail system and the bogie system has not been well developed in Korea. 
Therefore, the research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small scale simulator and the bogie has been conducted.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of the small-scaled derailment simulator and the example design case of a 
small scale bogie. The simulator could be used in the study about the effect of diverse parameters such as 
attack angle, wheelbase and cant on dynamic behavior of the bogie and the safety parameter such as 
derailment coefficient and critical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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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철도차량의 탈선은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문제는 철도운

영기관 및 시설기관의 주요 현안 사항이다. 현재 대차의 동적 안정성 특성 시험은 실험실내에서 대차 

주행시험대(roller rig)라는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하고 있다. 이 시험기는 궤도에 상당하는 두개

의 궤조륜(roll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륜과 궤조륜간의 접촉운동을 통하여 임계속도, 승차감 같은 

차량의 동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물을 대상으로 한 full scale 규모의 주행

시험대상에서의 동특성 시험은 시험 준비와 관련된 시험비용 및 시험소요 시간의 증가, 다양한 시험조

건 설정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시험 편의성 측면에서 축소형 주행시험대

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축소대차, 축소트랙 등의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발표된 상사기법을 적용한 축소대차 관련된 논문들은 축소대차의 동적 특성에 영향을 크

게 미칠 수 있는 현가장치의 특성, 차륜/궤조륜의 형상, 차체 하중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1]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상사기법에 따른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를 대상으로 축소대차를 설계하였

으며, 축소대차모델에서의 공격각, 축거, 캔트 등의 변화에 따른 주행안정성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된 소형탈선시뮬레이터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도시철도연구소에 구축되어 주행안정성 시

험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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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사 기법

축소모델 상사기법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상사법칙이 제안되고 있다. 모든 특성에 

완벽하게 상사법칙이 적용될 수는 없고 특정 파라미터에 대하여 상사법칙이 성립되고, 일부 변수는 적

당히 조정하여 사용한다. 도표 1은 치수, 질량, 스프링 특성, 재질 등과 같이 설계 파라미터에 대하여 

기존의 상사기법들에 scaling factor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여준다.

Iwnicki는 차량의 안정성과 동적 거동 특성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동일 재질을 사용하고 상사의 관

점을 진동수에 맞추어 다른 파라미터에 대한 scaling을 시도하였고 full scale 모델과 축소 모델간의 관

계를 규명하였다. Pascal은 크립이론과 차륜/레일 접촉역학 규명을 목적으로 궤조륜의 반경이 큰 축소 

주행시험대를 구현하였으며 상사의 관점을 속도에 맞추었다. Jaschinski는 철도차량 다물체 동역학 이론

과 비선형 방정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축소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가속도에 상사의 관점을 맞추어 

scaling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상사기법은 중력가속도와 재질의 탄성계수와 같이 인위적인 축소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축소모델 운동방정식의 구성요소 항 중에는 상사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상사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축소 모델의 윤중은 차륜/레일 접촉점에서의 크

립 특성에 대한 상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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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caling factor Iwnicki Pascal Jaschinski Jaschinski
modified

 length    

  time 1   

  frequency 1   

  velocity  1  

  acceleration   1 1

  density 1 1 1 0.6

  mass    

  inertia    

  elasticity 1 1 1 3

  weight    

  force    

  stiffness    

  damping    

  friction 1 1 1 1

도표 2. 상사기법 비교

3. 소형탈선시뮬레이터

 3.1 시스템 구성

본 소형탈선시뮬레이터에는 Iwnicki의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주요 사양은 도표 2와 

같다.  

본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대차를 안착시켜 구동시키게 되는 메인 장비

와 유압 엑츄에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유압을 발생시키는 HPU, 그렇게 발생된 유압을 두 개의 엑츄에

이터에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는 HSM, HPU의 작동유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Chiller, 장비의 제어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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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소형탈선시뮬레이터 사양

항목 사양 비고

베이스 프레임
(Base frame)

- 재질 : 100mm×100mm 강재 파이프 용접 프레임
- 규격 : 1120mm×1120mm
- 후처리 : 샌딩 후 페인팅
- 색상 : 흰색

메인 모터
(Main Motor)

- Motor type : AC motor 
- Power : 220V 3P
- Control : 메인 컨트롤 소프트웨어에 의한 제어
- 강한 강성의 스핀들 포함.
- 속도 범위 : 0 ~ 1150rpm 
- Hour meter 포함

캔트 조정 장치 - Range : 0 ~160mm (scaled) 
- 형태 : 스크로우 형태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타 형태

공격각 조정 장치 - Range : -3° ~ +3°
- 형태 : 스크로우 형태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타 형태

유압 발생 장치

- 소음 방지 insulation and cover : below 70dB
-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사용 
- 모터 : 6극, 전압 : 380 or 220 Volts, 60 Hz, 3 Phase
- 플레이트 타입 열 교환기 (부식 방지용-스테인레스 스틸)
- On/Off 압력 컨트롤
- 자동 제어 벨브를 이용한 냉각수 유량 컨트롤 
- 3 micron 이하의 여과장치 내장
- 모니터링 & 경보 시스템 (힘, 오일, 온도, 필터, 압력) 
- 오일 온도 제한 자동 잠금 장치
- 리셋, 리모트, 파워 미터 기능 
- 독립적 구현이 가능. 

냉각 시스템

- 냉각 타입
- 전원 : 380 or 220V, 3P
- 본체와 냉각팬 사이 거리 : 최대 20m
- 부동액 사용
- 냉각 팬 사용

안전 장치

기계
- 장비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장비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감시 장치
- 장비이상 시 운용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전기
- 비상 시 장비를 바로 정지 할 수 있는 EMG 시스템
- 온도 방지 장치
- 경광등 (알람기능내장)

   

                  (a) 시스템 구성                               (b) 현장 사진

그림 2. 소형탈선시뮬레이터 구성

는 컨트롤러부로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소형탈선시뮬레이터는 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

도시철도연구소에 구축되어 있으며 현장 사진은 그림 2와 같다. 

소형탈선시뮬레이터 메인 장비의 세부구성은 베이스 프레임, 메인플레이트, 구동시스템, 안전프레임, 

전동 윈치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구동 시스템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궤조륜의 구동을 위한 모터, 리니

어 가이딩(LINEAR GUIDING) 과 공격각 조정이 가능한 궤조륜 모듈(Roller Rig MODULE), 각 궤조륜 

모듈의 구동을 위한 유압 엑츄에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AC 모터를 이용하여 구동하며, 메인 구동 축에 

2개의 벨트 풀리(belt pulley-each 2 line)를 이용하여 각 궤조륜 마다 독립적으로 동력 전달한다. 벨트

는 링크 벨트를 사용하여 각 궤조륜 모듈의 공격각 조절로 인한 풀리 위치 변화에 대응하며, 자유롭게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축거 변화(100mm)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다. 

1087



그림 3. 소형탈선시뮬레이터 메인 장비

 

그림 4. 소형탈선시뮬레이터 구동시스템

3.2 시스템 주요 기능

본 소형탈선시뮬레이터는 축소대차모델에서의 공격각, 축거, 캔트 등의 변화에 따른 주행안정성 시험

이 가능하며 그림 5와 같이 전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캔트 조정은 유압 L-jacks 을 이용하여 캔트 

높이를 조절하고 각도 조절부는 필로 블록(Pillow block) 사용한다. 각도 조정 후 고정은 볼트로 체결하

고 각도 조정 변위는 0~6° (0~32mm)이다. 공격각/축거 조정은 각 궤조륜마다 독립적으로 조정 가능

하고 각 궤조륜의 조정 각은 ± 3° 고정은 볼트로 체결한다. 또한 축거 조정은 스크류&너트 방식이며 

핸들로 회전한다. 

그림 5. 소형탈선시뮬레이터 주요 기능

4. 1/5 축소대차 설계 예

 4.1 1/5 축소 대차 설계

본 연구에서는 1/5 축소대차 설계에 있어 .볼스타레스 타입의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된 자료는 참고문헌 [3] 의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의 실제 모습과 도면을 사용하였다.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를 대상으로 상사기법을 따른 축소대차를 설계하였고, 2개의 윤축, 

대차프레임, 1차 현가장치로 구성된다. 상사기법은 대차의 안정성과 동적 거동 특성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MMU의 S. D. Iwnicki 의 상사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대차에 대하여 1/5 축소 규모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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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미터에 대한 제원값은 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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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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65  0.0004352

윤축 Iyy moment of inertia [Mgm ] 0.003  0.00000096

윤축 Izz moment of inertia [Mgm ] 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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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조륜두부형상 6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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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3 축소대차 설계 제원

  4.1.1 1차 현가장치 설계

 1/5 축소대차의 설계에 있어서 실제대차와 최대한 유사하게 하도록 1차 현가장치의 강성 및 댐퍼의 

구현 방법을 모색하였다.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 (MAN 대차는 윤축에 설치된 좌우 코일 스프링에 의해 

대차 후레임을 지지하며 스프링의 신축은 윤축과 대차 프레임 간에 취부된 축상가이드 브라켓에 의해 

제한된다. 윤축의 좌우에 설치된 리프스프링 링크(Leaf spring link)는 마찰부분이 없이 길이방향 강성

을 가지고 차량 운행시의 감가속력을 윤축에 전달한다. 이 장치의 한끝은 톱니가공된 면을 볼트로 조여

서 대차 후레임에 연결되며 다른 한끝은 고무  접착 부시(Rubber bonded bush)로 유연하게 축상에 연

결되어 있다. 또한, 상하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하여 축상과 대차 후레임에 고정된 수직 오일댐퍼가 설치

되어 있다.[4] 

상사기법에 따른 시험용 축소대차 설계를 하는데 있어 1/5 축소대차에서의 1차 현가장치 구현을 위하

여 도표 4와 같이 판스프링과 코일스프링의 강성값을 결정하였다. 축소대차의 1차 스프링계수 Kx, Ky값

을 판스프링으로, Kz값은 코일스프링으로 표현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진행되었던 해석모델 데이터를 

살펴보면 부싱도 대차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축소대차에서 상사지수가 적용된 스프링

요소와 부싱스프링값을 더하여 스프링 상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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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항목
계산 식

스프링(MN m ) 부싱(MNm ) 최종값(MNm ) 
1 Kx 0.003032 0.128 0.003032+(0.128/2)=0.067032

2 Ky 0.003032 0.032 0.003032+(0.032/2)=0.019032

3 Kz 0.006064 0.001136 0.006064+(0.001136/2)=0.006632

- 참고 : 판스프링(Kx, Ky) 2개, 코일스프링(Kz) 2개

도표 5 현가장치 특성치

 

상기의 상사기법을 적용한 시험용 축소대차 설계값을 참고하여 1/5 축소대차의 3D 모델을 완성하였

고,. 그에 따른 판스프링 요소가 반영된 축소대차 현가장치 제작 사진은 그림 6과 같다. 

 

          (a) 축소대차 3D 모델                           (b) 현장 사진

그림 6. 1/5 축소 대차 1차 현가장치 

   4.1.2 차체 하중 설계

  1/5 축소대차의 설계에 있어서 공압실린더를 사용하여 차체의 하중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7 

(a)와 같이 에어 콤프레샤를 이용하여 공압을 발생 시킨 후 레큘레이터를 통하여 압력 조절(하중조절가

능)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3PORT 핸드 벨브를 이용하여 압력의 방향을 조절하여 실린더를 통한 대

차에 하중을 인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압실린더 상・하부에 구면 조인트를 사용하여 축소

대차의 동적거동에 구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였고, 상사기법이 적용된 차체의 하중에 맞게 각각의 

공압실런더(지름 : 63mm)에 0.4MPa 압력을 주었다. 그에 따른 차체 하중에 대한 장치는 그림 7 (b)와 

같다.

 

                   (a) 공압실린더 방식                           (b) 현장 사진

그림 7. 1/5 축소 대차 차체 하중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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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상사기법에 따른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소형탈선시뮬레이터는 메인장비, HPU, HSM, Chiller, 컨트롤러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소대차모델에서의 공격각, 축거, 캔트 등의 변화에 따른 주행안정성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2. 1/5 축소대차 설계에 있어 .볼스타레스 타입의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를 대상으로 하

였고,,상사 기법을 적용하여 1/5 축소 규모로 설계하였다. 

3. 축소대차 모델에서의 1차 현가장치의 설계에 있어 실제 MAN 대차의 현가장치 방식과 유사한 방

식인 판스프링을 적용하였으며, 공압 실린더를 통하여 차체 하중 표현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4. 향후, 본 시험장치는 축소대차의 주행안정성시험에 사용되어 철도차량의 탈선, 진동저감, 차륜/레일 

인터페이스 연구 등 주행안전성 방향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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