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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present road traffic reaches to the limitation of its faculty, Korean tilting train was 
developed to find the solution by increasing the speed of rail road. A tilting train can run on a 
curved rail at high speed so it improves a speed of a rail transit without constructing a new 
line. Only minimum modification is necessary for a existing line. 
According to above requirement, Korean tilting train was developed in 2007 and the try run has 
been executing since April, 2007 in order to validate its safety and reliability in a service lines. 
And this test and estimation will be completed in 2009. After completing a try run, main parts 
of tilting train will be studied again to commercialize and localize including a bogie and its 
commercial model design will be finalized by 2012. In order to achieve the development target 
as mentioned above, the study have been done to improve the bogie system. As the first step 
to design commercialized bogie system, measurements from the try run and a dynamic analysis 
were used to find problems of present bogie system well. So this project is performed to 
decide what parts of the bogie should be modified in basis of this result.  
--------------------------------------------------------------------------

----------

1.  서  론

  재의 도로 심의 교통 체계는 수송 능력이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철도의 고속화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국형 틸  열차에 한 개발이 시작되었다. 틸  열차는 곡선 선로

에서의 운행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신선 건설에 따른 막 한 투자비용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에 한 최소한의 개량만을 통하여 철도 고속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의거 한국형 틸  열차가 2007년에 개발 완료되었으며 재 성능 검증  

신뢰성 평가를 해 업 선로에서 시운 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 모든 평가가 완료

될 정이다. 시운  평가가 마무리된 이후에 차를 포함한 주요장치에 한 실용화  

국산화 연구를 통해 2012년에 최종 상용화 모델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에 언 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시운  인 틸  차 개선을 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용 차를 완성하기 한 첫 단계로써 시운  기간  얻은 개발 차

량의 시험 자료  동특성 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 인 문제 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



로 추후 개선이 요구되는 차 부품을 도출하기 하여 본연구가 진행되었다. 

2.  기존 개발 차량의 동특성 모델 구현

2.1 시운전 차량의 측정 자료에 대한 고찰

(1) 시운전 기간 중 Mcp 차량의 차체 및 대차프레임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운행 상태 중 

차량에 발생하는 가속도를 계측하였으며 각각의 센서는 롤링각도 검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졌다. 그러나 차륜에 대한 작용력 및 변위 측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시험 선로는 호

남선이며 익산-목포 구간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시험 주행에서 얻은 계측 결과를 검토하

였다. 동일 구간에서 왕복 시험 주행을 실시하였으며 목포-익산 구간 주행 시 최고 속도인 

180km/h에 도달하였으며 익산-목포 구간 역방향 주행 시에는 150km/h 속도를 기록하였

다. 이 기간 중 선로 불규칙 도에 대한 검측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

공사로부터 익산-목포 구간에 대한 선로 검측 자료를 제공 받아 활용하였다. 아래와 같이 

해당 시험 주행 중 계측된 차체의 가속도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일부 그래프에서 위

상 및 주파수가 비정상적인 값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센서 오류 및 필터링 과정 또한 그 

외의 측정 과정 중에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 그림4. 계측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Mcp2 

차량의 롤링 각이 순간 급격히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때 횡방향 가속도는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1. 익산-목포 구간 MCP1 차체 가속도 (최대 150km/h 주행)

그림2. 목포-익산 구간 MCP1 차체 가속도 (최대 180km/h 주행)



그림3. 익산-목포 구간 MCP1 차체 및 대차 롤링각 (최대 150km/h 주행)

그림4. 목포-익산 구간 MCP2 차체 및 대차 롤링각 (최대 180km/h 주행)

상기 계측 결과는 주행 시험 조건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고 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에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측정 결과는 동특성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2) 틸팅 대차의 차륜은 설계 단계에서 Heumain 프로파일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차륜의 

실제 프로파일을 해석에 활용하기 위해 시운전 차량이 약 20,000km의 주행 누적 거리를 

완료한 2007년 9월에 차륜 프로파일을 측정하였고 이 때 탈선계수 시험을 위해 신규 제작

된 차륜에 대해서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차륜 프로파일들을 그림5.와 같이 각각의 

프로파일 형상이 조금씩 상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특성 해석 모델을 통해서 현 차량의 

성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험 차량에서 측정된 차륜 프로파일을 적용하였다.



그림5. 차륜 프로파일

2.2 동특성 해석 모델 구현 방법 및 모델 검증  

(1) 동특성 입력 자료

  동특성 해석을 위한 모델은 Simpack version 8.805a를 통해 구현되었다. 모델은 1개의  

차체와 2개의 대차로 구성되었으며 각 대차는 1개의 대차프레임, 1개의 틸팅 볼스터, 4개

의 저널박스, 2개의 윤축, 2개의 조향장치용 레버, 2개 틸팅장치용 스윙링크로 구현하였다.

하중 조건은 공차 상태의 T-car, 만차 상태의 Mcp-car, 공차 상태의 Mcp-car 3가지 조

건이 고려되었으며 공차 상태의 Mcp-car의 해석 결과를 동일한 조건인 시험 차량의 측정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으며 해석에 반영된 하중 조건을 다음 도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도표 1.



1,2차 현수장치와 견인 링크의 특성 치는 설계 도면에 정의된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틸팅 기능

은 곡선 주행 시 요구되는 틸팅각에 따라 미리 계산된 틸팅 액추에이터의 행정을 입력하는 방

식으로 구현되었다. 틸팅 신호 입력의 정확성 및 틸팅 알고리즘의 최적화에 대한 검토는 본 연

구의 목적이 아님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선로 불규칙 도에 대해 정의하기 위해 호남선 서대전-목포 구간에서 계측된 선로 정보를 활

용하였다. 직선 선로에서의 동특성 해석시 주행 안정성 및 승차감을 중점으로 분석하였으며 곡

선 선로의 경우에는 차륜 하중 및 횡압, 승차감, 탈선에 대한 안전성을 주요하게 검토하였다. 

그림6.은 호남선 전 구간에 대한 계측 결과이며 상대적으로 선로 상태가 우수한 함평-무안 구

간의 데이터를 해석에 적용하였다. 시험 차량이 최고 속도 180km/h로 주행을 실시한 곳도 이 

구간에서이다.

그림 6. 호남선 선로 불규칙도

(2) 동특성 해석 모델 검증

  동특성 해석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함평-무안 구간에서 계측된 차체 가속도 자료

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동일 구간에서의 차체 가속도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물론, 시

험조건 중 레일 프로파일l, 틸팅 알고리즘, 차륜, 레일간 마찰계수, 필터링 방법 등 많은 요소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나 계측 자료에 대한 필터링을 최소화하여 해석 조건을 가능한 시험 조

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그림 7.과 그림 8.은 합평-무안 구간에서의 시험 및 해석의 차체 가

속도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수직 방향 가속도의 경우에 두 가지 결과의 주파수 및 위상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횡방향 가속도의 경우에 위상은 비슷하나 주파수와 신호의 형상은 

다르다. 이에 대한 원인이 시험 차량의 측정 방법이나 선로 계측 시의 오류 또는 해석 모델의 

오류인 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발생 가속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차체, 대차의 가속도와 

승차감을 최적화하고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한 결론을 유추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7. 시험 차량의 차체 가속도 

그림 8. 동특성 해석에 의한 차체 가속도 

3. 동특성 해석에 의한 시험 차량의 주행 특성 분석 

  모든 계산은 T-car 공차 조건과 Mcp-car 만차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UIC518 - 

Testing and approval of railway vehicl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dynamic behaviour와 EN14363 - Testing for the acceptance of running 

characteristics of railway vehicle에 의거하여 차량의 안 성, 선로피로도  승차

감등을 평가하 으며 제시된 허용 기 을 과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그림 9.는 직선 선로에서 선로에 가해지는 횡력을 계산한 결과이며 차량의 안 성

에 향을 주는 요소이자 높은 횡력은 궤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60km/h에

서 이미 허용 기 을 과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안정성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림 9. 직선 선로 주행 시 선로에 작용하는 횡력

따라서 차량의 안 성 개선을 한 책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10.은 차량의 안정성에 한 해석 결과이며 공차 조건시 200km/h에서 기 을 

과하며 만차 조건시 160km/h에서 이미 기 을 과하고 있다. 직선 선로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해 최 화가 필요한 부분이며 퍼 손상 시나 높은 등가구배시에 

더욱 악화되는 요소로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한 연구 수행 시 고려해야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10. 진선 선로에서의 안정성

 곡선 선로 주행  선로에 작용하는 횡압의 해석 결과도 직선 선로와 유사한 결과

를 얻었으며 횡압을 감소시키기 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림 11. 곡선 선로 주행 시 선로에 작용하는 횡압

도표 2.는 틸팅 차량 차체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한 것이며 특히, 차체의 Bouncing mode는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일반적인 철도 차량의 Bouncing mode 주파수대가 1.3 Hz

으로 설정됨 감안할 시 시험 차량의 주파수 대역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표 2. 차체 고유 진동수

또한, 비선형 안정성에 대한 해석을 선로 불규칙도를 포함한 호남선의 직선 선로에서 수행하였

으며 마모 조건의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대신 가장 가벼운 중량인 T-car의 공차조건으로 해석

하였다.  하기의 그림 12.는 속도 및 궤간의 변화에 따른 차륜에 발생하는 횡압을 해석한 

결과이며 횡압의 증가는 주행 중 대차에 헌팅이 발생하여 주행안전성이 감소함을 의미한

다. 대차에 발생되는 요운동은 160km/h에서 이미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속도가 증가할수록 위상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향

장치에 댐퍼를 추가하여 동일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요운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결

과를 얻었다. 

 



그림 12. 속도별 차륜 횡압

그림 13. 속도별 차륜 황압 (조향장치 퍼 추가 조건)

공기 스 링의 정성 을 검토하기 해 시험 차량의 공기 스 링의 강성과 낮은 

공기 스 링 강성으로 수직 방향 진동수를 해석한 결과이다. 공기 스 링의 강성을 



낮추면 수직 방향 진동수가 감소하며 승차감도 향상된다.

그림 14. 공기 스 링 강성에 따른 수직방향 진동수

4. 결론

  국내 영업 선로에서 신뢰성 입증을 위한 시운전이 실시되고 있는 틸팅 열차용 대차의 신

뢰성, 안전성 및 정비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운전 측정 자료와 차

량의 설계 사양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분석된 설계 사양 자료로 동특성 해석 모델을 구현하고 예비 해석 결과를 운전 차량

의 측정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해석 모델의 검증을 완료한 후 동특성해석 작업을 수행하였

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시험 운행 중인 차량은 대차 요잉 운동으로 인해 주행 안정성이 부족하

며 선로에 과다한 횡압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차체의 진동수가 승차감에 악영향을 주는 

대역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 2차 현수장치

차체 Bouncing 주파수대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기스프링의 동적 상수가 

높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행 시 승차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

스프링의 특성 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향 장치

기존 대차의 주행 안정성은 160km/h 이상에서 이미 높은 위상의 요잉 운동이 발생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으며 조향장치에 댐퍼 추가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며 횡가속도를 줄임으로써 

안정성 및 승차감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시험 차량에 대한 계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차 현가장치, 틸팅장치등에 

대한 추가 개선 사항 및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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