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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numerical study on the stability of the high-speed EMU by developing its lumped 
parameter model including the effect of the creepage. The 6, 10 and 14 degrees-of-freedom (DOF) lumper 
parameter dynamic models are developed and the critical hunting speeds calculated from each model via Matlab 
software are analyzed and compared .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ritical hunting speeds decrease while the 
degrees-of-freedom increase. In addition, the parametric study is conducted to extract major design parameters to 
influence on the stability of the high-speed EMU.

1. 서론

철도차량 운행속도의 증가는 물류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도로교통에 집중되어 있는 수송 분담구조의 

재조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고속전철에 대한 속도증가의 한계가 임계속도로 제한

되며, 임계영역에 근접할수록 불안정한 주행특성이 나타난다. 임계속도 판별은 탈선을 유발하는 윤축 임

계거동인 헌팅(hunting)이 특정한 속도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차량 불안정성을 극

복하고 고속차량을 설계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최고속도 400 km/h를 목표로 

하는 동력 분산형 고속전철 개발을 위해 임계속도의 예측 및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철도차량 임계속도 해석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Mehdi Ahmadian[1]는 대차와 윤축의 

좌우방향 운동과 요잉(yawing)운동을 적용한 철도차량의 6자유도 모델을 제시하고 임계속도를 분석하

였다. S.Y Lee[2]는 Mehdi Ahmadian의 6자유도 모델에서 대차의 상하방향 운동과 롤링(rolling)운동을 

고려하여 10자유도 모델을 제시하였고, Y.C Cheng[3]은 차체, 대차, 윤축을 모두 고려한 차량의 14자

유도 모델을 수립하고, 차량 설계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임계속도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고속전철의 강체해석 모델을 수립하고, 차량의 물성치를 대입하여 임계속도를 

예측하였다. 또한 각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임계속도 영향을 확인하였다.

2. 강체해석모델

분산형 고속전철의 6, 14 자유도 강체해석모델을 그림 1과 같이 수립하였다. 6자유도 모델은 대차와 

윤축, 14자유도 모델은 차체, 대차, 윤축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요소의 좌우방향 변위 및 요잉운동을 고

려하였다. 차체, 대차, 윤축을 연결하는 현가장치는 각각 전후, 좌우 방향 스프링 및 댐퍼로 연결하였다. 

14 자유도 상태방정식은 식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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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6자유도                              (b) 14자유도

그림 1 분산형 고속전철 강체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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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b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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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축 (wheel-set), (i=1 일 때, j=1,2, i=2 일 때, j=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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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축의 운동은 휠-레일의 상대적인 위치변화에 따라 미끄러짐이 발생하며, 이를 크리피지(creepage) 

운동으로 정의한다. 이때 휠-레일에서 발생한 크리피지는 바퀴와 레일에 반대방향으로 크리프력(creep 

force) 및 크리프모멘트(creep moment)를 발생시킨다. 크리프력은 전후, 좌우 방향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강체모델은 좌우방향 운동만을 고려하였다. 크리프모멘트는 요잉운동에 

작용함으로, 요잉운동의 상태방정식을 고려하였다. 휠-레일에 작용하는 크리피지는 R.V. Dukkipati[4]

가 적용한 Kalker의 선형크리피지 이론을 적용하였다. 식 (7)~(8)은 윤축에 작용하는 크리프력과 크리

프모멘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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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임계속도는 최대 고유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분산

형 고속전철의 임계속도를 산출하였다. 우선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Mehdi Ahmadian[1]의 설

계변수를 활용하여 6자유도 모델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Mehdi Ahmadian의 설

계값에 따른 임계속도는 118 km/h이며, 그림 2와 같이 수립한 6자유도 모델의 임계속도는 121 km/h로

써 유사한 임계속도가 계산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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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6자유도 모델 임계속도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산형 고속전철의 임계속도를 예측하였다. 그림 3(a)와 같이 분산형 고속전

철의 설계값을 적용한 6자유도 모델의 임계속도는 434 km/h 이고, 그림 3(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4

자유도 임계속도는 431 km/h 이다. 14자유도 모델의 경우 검증된 6자유도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에 따라 모델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a) 6자유도                                (b) 14자유도

그림 3 분산형 고속전철의 임계속도

검증된 14자유도 모델을 이용하여 분산형 고속전철 현가장치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임계속도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차 현가장치의 전후방향 강성계수의 경우, 10 MN/m까지 

스프링 상수가 커질수록 임계속도가 증가하며, 10 MN/m 이상 영역에서는 임계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좌우방향 스프링의 경우 분산형 고속전철에 고려된 물성치가 최저점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성증가에 따른 임계속도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현가장치의 강성은 임계속

도에 미치는 영향도가 낮으나, 좌우방향 강성이 0.18 MNs/m 이상일 경우 임계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1차 현가장치의 전후방향 감쇠계수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결과 8.5 

kNs/m까지 임계속도가 증가하며, 8.5 kNs/m 이상 영역에서는 임계속도가 감소하였다. 좌우방향 감쇠계

수는 270 kNs/m까지는 임계속도가 증가하며, 감쇠계수 증가에 따라 임계속도가 감소하였다. 1차 현가

장치의 전후, 좌우 방향 감쇠계수 증가에 따라 분산형 고속전철의 임계속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2차 현가장치의 전후방향 감쇠계수는 0.1 MNs/m 이후에는 임계속도가 변화가 미미함을 확인하였

으며, 좌우방향 감쇠계수의 경우 0.13 MNs/m 이상의 영역에서 임계속도가 급감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008



(a) K1x                                       (b) K1y

(c) K2x                                       (d) K2y

그림 4 강성계수 변화에 따른 임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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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쇠계수 변화에 따른 임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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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6, 14 자유도 강체해석모델의 수립을 통한 분산형 고속전철의 임계속도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분산형 고속철도의 임계속도는 431 km/h이며, 목표치인 최고 운행속도 400 km/h보다 큰 값을 가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현가장치 강성계수 변화에 따른 임계속도 영향을 확인한 결과 1차 현가장치의 전후, 좌우 방향 강

성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계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현가장치의 전후, 좌우 강성계수의 

임계속도 영향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3) 현가장치 감쇠계수 변화에 따른 임계속도 영향은 현 설계값을 기준으로 강성계수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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