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하학적 디자인과 관련한 굴절차량의 선회 특성 검토

Turning characteristics of articulated vehicles related to geometric design

문경호 목재균 장세기 김연수 이수호* ** *** **** *****

Moon, Kyeong-Ho Mok, Jai-Kyun Chang, Se-Ky Kim, Yeon-Su Lee, So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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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rticulated vehicles which have a pivoting joint allowing the vehicle to rotate more easily are difficult to

turn the curves because of their long length. In order to review operational safety, turning characteristics

related to geometric design should be investigated when articulated vehicles run on the road which can be

interfered with other vehicles.

The vehicles to review the turning characteristics are the normal articulated bus in Seoul with FWS(front

wheel steering) and new bimodal tram with AWS(all wheel steering). Steering characteristics and geometric

design were investigated such as turning radius, offtracking, swept path width and swingout. The results were

reviewed with respect to the standards of vehicle safety and road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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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디자인과 관련한 굴절차량의 선회 특성2.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기하학적인 선회 특성을 바탕으로 도로설계가 수행되어지며 차량의 운

행할 수 있는 구간도 정의되어 진다 차량의 선회와 관련하여 기하학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회전반.

경 차량선회폭 이탈궤적 과 스윙아웃 이 있(turning radius), (swept path width), (offtracking) (swingout)

다.

굴절버스 및 바이모달 트램의 특징2.1

바이모달 트램과 굴절버스의 차량길이는 비슷하나 차축의 배치가 달라서 다른 회전 특성을 가진다.

바이모달 트램의 경우 앞축을 운전석으로 뒤축은 엔진룸으로 이동함으로서 승객의 탑승구간을 초저상,

으로 편평하게 하고 이동 편이성을 높였다 이로 인하여 축간거리가 길어지게 되므로 원활한 회전성능.

을 위하여 전륜조향 을 갖는 일반 굴절버스와 다르게 전 차륜 조향(Front Wheel Steering) (All Wheel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는 저속 선회시에 축과 축을 축과는 반대방향인 역위상으로Steering) . AWS 2 3 1

조향하여 회전반경을 작게 하고 정거장 진입시는 축과 축을 축과 동위상으로 하여 정거장 진입거리2 3 1

를 작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굴절버스1 그림 바이모달 트램2

시내버스 굴절버스 바이모달 트램
차량길이(mm) 10,915 17,960 17,990
축간거리(mm) 5,400 5,710 6,605 7,710 7,575
앞 오버행(mm) 2,180 2,565 1,190
뒤 오버행(mm) 3,147 3,080 1,525

표 차량 길이와 관련된 제원 비교1

회전반경 검토2.2

회전반경은 차량의 선회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

선을 따라 측정할 때 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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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

굴절차량은 굴절각도 에 의하여 전륜의 조향각도가 제한되므로 먼저 굴절각을 최(Articulation Angle)

대로 하고 이 때 전륜의 최대조향각도를 구해야 한다 전륜 좌측과 우측의 조향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

심축을 기준으로 하는 륜 자전거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굴절각도에 따른 전륜의 최대조향각도를 계산3

하기에 편리하다 그림 과 같이 축의 중심을 원점으로 했을 때. 3 2 최대조향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P
의 위치를 알아야 하며 는 이므로0 ( 의 위치만 구하면 된다) .

β β β

δ

δ

가 되며 최소회전반경 는 윤간거리( 를 적용하여 구하면)

그림 전륜조향 시 선회 기하학3 (FWS) 그림 전체 차륜 조향 시 선회 기하학4 (AWS)

가 적용되면 그림 에서와 같이 회전 중심점AWS 4 가 의 적용으로 인하여AWS 으로 이동하게 되

어 회전반경이 짧아지게 된다 전륜조향에서 고정축인. 와 를 대신하여 에서는 회전중심과AWS

차체가 수직이 되는 가상고정축 인(Virtual Rigid Axle) 과 을 설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축 에2

서 가상축 까지의 거리2 과 축 에서 가상축 까지의 거리3 3 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최소회전반경은.

δ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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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굴절버스의 굴절장치의 최대 굴절각도(β 가 바이모달 트램의 개발 사양과 같은 도와 같다고 가정) 43

하여 굴절버스 전륜 중심의 최대조향각도 및 바깥쪽 차륜의 최소회전반경을 구하면 표 와 같다 실제2 .

운행할 때는 굴절장치의 파손 및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조향각도를 계산값보다 작게 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굴절버스 및 바이모달 트램의 최소회전반경은.

계산값 제시된 사양
최대조향각도(°) 최소회전반경(m) 최대조향각도(°) 최소회전반경(m)

굴절버스 32.5 11.5 31.9 11.7
바이모달 트램 35.8 9.1 31.4 10.2

표 최대조향각도 및 최소회전반경2

차량 선회폭2.3 (Swept Path Width)

차량 선회폭은 차량이 원곡선을 회전할 때 소요되는 폭이며 그림 과 의3 4 - 로부터 구할 수 있

다 차량의 선회폭을 결정짓는 변수는 조향각도 앞 오버행 뒷 오버행 및 고정축과 차체가 만나는 지. , ,

점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보통 전두부에 있는 견인차가 길기 때문에 뒷 오버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전륜조향 굴절버스 의 경우 그림 에서( ) , 3

-

차량 선회폭은 조향각도 및 회전반경에 의해서 달라지고 최소회전반경으로 선회할 때가 가장 크다.

표 의 제시된 사양을 기준으로 차량 선회폭을 계산하면 표 과 같다 전륜을 최대조향각도로 조향할2 3 .

때 바깥쪽 회전반경 및 차량 선회폭에 있어서 바이모달 차량이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차체 바깥쪽 회전반경을 비슷하게 했을 때는 차량 선회폭이 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굴절차량의 차량 선회폭3
차체 바깥쪽
회전반경(m)

차체 안쪽
회전반경(m) 차량 선회폭(m) 비고

굴절버스 13.3 6.81 6.49 최대 도 조향시(31.9 )
바이모달 트램 10.92 6.63 4.29 최대 도 조향시(31.4 )

13.3 9.38 3.92 도 조향시24.3

이탈궤적2.4 (offtracking)

이탈궤적은 앞바퀴와 뒷바퀴 궤적의 차를 말하며 축거가 긴 차량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차륜 궤적의 차이므로 륜 자전거 모델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탈궤적은 그림 과 에서3 . 3 4

, , 의 차를 구하면 되며 그림 의 바이모달 트램의4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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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륜간 이탈궤적4
- (m) - (m) - (m) 비고

굴절버스 1.63 1.11 2.74 최대 도 조향시(31.9 )
바이모달 트램 0.83 -0.43 0.40 최대 도 조향시(31.4 )

0.7 -0.36 0.34 도 조향시26.4

표 와 같이 굴절버스는 축 과 축 에서 이탈궤적이 크게 나오고 바이모달 트램은 축 과 축 에서 이4 1 3 1 2

탈궤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굴절버스의 경우 이탈궤적이 크게 나오므로 곡선 선회시 안쪽 차선을. ,

침범하는지 유의해서 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윙아웃2.5 (swingout)

이탈궤적이 회전방향 안쪽으로 궤적을 그리는 반면에 스윙아웃은 회전방향 바깥쪽으로 궤적을 그려

경로를 이탈하는 현상을 말한다 원곡선을 선회할 때 차량 끝단이 그리는 궤적은 차량 선회폭 내에 있.

으므로 스윙아웃에 대한 영향이 없지만 직선에서 원곡선으로 접어들 때 스윙아웃은 옆 차선을 침범할

수 있으므로 안전상 중요한 인자가 된다 굴절버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윙아웃은 뒤 오버행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나며 바이모달 트램은 여기에 축과 축의 역방향으로 조향됨으로서 발생되는 스윙아웃2 3

이 추가된다 스윙아웃은 차체의 고정축과 차체 끝단의 회전반경 차이로 발생하게 되며 그림 과 의. 3 4

선회 기하학에 의하면 식 과 식 와 같이 스윙아웃을 구할 수 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스윙아(13) (14) .

웃 값은 원곡선 선회시의 조향각도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곡선을 접어들 때 서서히

완화곡선을 형성하면서 회전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식 로는 스윙아웃에 대한 정확한 값을(13), (14)

구하기는 쉽지 않다.

S.O.(FWS)= -

S.O.(AWS)= -

표 굴절차량의 스윙아웃5
스윙아웃
최대값( , m)

스윙아웃
단계적 변화( , m) 비고

굴절버스 0.50 0.1 최대 도 조향시(31.9 )
바이모달 트램 1.11 0.44 최대 도 조향시(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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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굴절버스 궤적5 FWS( ) 그림 바이모달 트램 궤적6 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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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은 륜 자전거 모델을 이용하여 최대 전륜 조향각도까지 단계적으로 조향각을 변화시키면5 6 3

서 궤적을 그린 것이다 굴절버스는 바이모달 트램은 의 스윙아웃이 발생하고 있다 바이. 0.1m, 0.44m .

모달 트램은 곡선 진입시 차체 끝단이 바깥쪽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도로 및 차량 설계 기준과 비교3.

차량의 제원 및 안전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되어 있다 연결자동차의 길이에“ ” .

대한 안전기준 이내이지만 예외규정으로 해서 굴절버스는 이내까지 허용하고 있고 간선16.7m 19m “

급행버스체계 설계지침 도 이를 따르고 있다 표 은 차량설계 기준과 굴절차량의 제원을 비교한 것으” . 6

로 설계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굴절버스 등의 간선급행버스 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BRT) “

에 관한 규칙 을 바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설계 지침 을 만들었다 표 은 간선급행버스의 차로폭” “ ” . 7

이며 표 은 곡선반경에 따른 확폭량 및 굴절차량의 선회폭을 계산한 값이다 굴절버스의 차량의 운행, 8 .

속도는 바이모달 트램은 이므로 확폭된 차로폭을 두 경우로 분류하였다 차량70km/h, 80km/h . S.P.W.(

선회폭 은 평면 곡선 반경에서 최소값 예 이상 미만일 때 을 적용 을 적용하여 계산된 값이) ( , 20 ~30 20 )

다 표 에서 굴절버스 및 바이모달 트램 모두 도로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

스윙아웃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상 도로폭과 비교해 보면 바이모달 트램,

에서 계산된 의 스윙아웃은 도로 에서 좌우로 의 여유폭이 있으므로 도로 설계 기준을0.44m 3.5m 0.5m

만족하고 있다 더구나 는 최소회전반경에서의 값이므로 실제 이보다 작은 곡선반경을 운행하는. 0.44m

도로를 주행할 때에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굴절차량 제원과 설계 기준 비교6
높이 길이 최소 회전반경

차량설계 기준 이내2.5m 이내4m 이내19m 이내12
굴절버스 2.50m 3.25m 18.0m 11.7m

바이모달 트램 2.50m 3.2m 18.0m 10.2m

도로의 구분 차로폭(m)
고속도로 3.60

설계속도(km/h) 이상80 3.50
미만80 3.25

표 간선급행버스 차로폭7 기준

평면 곡선 반경 최소 확폭량(m) 확폭된 차로폭(m) 계산값S.P.W
굴절버스(m, )

계산값S.P.W.
바이모달 트램(m, )적용3.25 적용3.5

이상 미만150 ~ 280 0.25 3.5 3.75 2.78 2.62
이상 미만90 ~ 150 0.50 3.75 4 2.98 2.70
이상 미만65 ~ 90 0.75 4 4.25 3.17 2.77
이상 미만50 ~ 65 1.00 4.25 4.5 3.38 2.86
이상 미만40 ~ 50 1.25 4.5 4.75 3.61 2.95
이상 미만35 ~ 40 1.50 4.75 5 3.77 3.02
이상 미만30 ~ 35 1.75 5 5.25 4.00 3.10
이상 미만20 ~ 30 2.00 5.25 5.5 4.85 3.42

표 곡선반경에 따른 확폭량 및 굴절차량의 선회폭 비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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