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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analysis of railway vehicle by using track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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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6-generalized coordinates of absolute translational displacements and angular displacements measured at 
Cartesian coordinates system fixed at the ground has been used to describe general dynamic behavior of a 
rigid body in mechanical systems. However, track coordinates system moving with the centerline of the track 
can be used to develop dynamic formulations for railway vehicle. It is easy to impose the constraints of track 
coordinates by the virtue of track coordinates system moving with track centerline. In this analysis, dynamic 
equations of railway vehicle by using track coordinates system is derived and the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국문요약

일반적인 강체의 동역학 해석방법은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에서 강체의 절대적 병진 위치좌표와 회전 각도 

좌표의 6개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된다. 그러나 철도차량의 경우 트랙의 중심과 같이 이동하는 트랙 좌표계

에서 강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트랙 좌표계는 트랙을 기준으로 강체의 운동이 기술되

므로 트랙 좌표의 변위의 구속조건이 쉽게 설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 좌표계를 이용한 

철도차량 운동방정식의 유도 방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철도차량은 기계적 구속조건과 스프링, 댐퍼, 부싱과 같은 힘 요소로 상호 연결된 강체들의 집합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구속 조건을 가진 강체들의 동역학 해석을 다물체 동역학 해석이라 부른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을 위해서는 하나의 강체에 대해 강체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6개의 좌표계가 필요하다[1,2]. 

일반적인 다물체 동역학 해석 방법은 고정된 좌표계에서 강체의 절대적 병진 위치좌표와 회전 각도 좌

표의 6개 좌표계를 이용한다.

철도차량은 레일이 설치된 트랙 위를 주행한다. 트랙의 중심과 같이 이동하는 트랙 좌표계에서 철도 

차량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3]. 트랙 중심선의 길이를 강체 운동 좌표계의 하나로 이용하며 트랙중

심선에 고정되어 이동하는 좌표계에서 강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트랙 좌표계이다. 트랙 좌표계를 

이용하는 경우 트랙 상의 차량의 위치에 대한 운동이 명백히 표현되므로 철도차량 동역학 전용 해석을 

위해서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좌표계를 이용한 철도 차량 동역학 해석식의 유도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

다. 휠과 레일의 형상좌표를 이용하여 휠과 레일의 접촉위치와 접촉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론

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트랙좌표계를 이용하여 휠셋이 곡선 레일을 주행할 때의 동역학적 거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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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랙 좌표계의 일반좌표

Fig.1 Generalized coordinates

철도차량은 트랙 위를 주행하므로 레일의 중심에 대한 좌표계를 설정하여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 

Fig. 1과 같이 레일의 중심과 같이 이동하는 트랙 좌표 s를 이용하면 강체의 중심에 대한 좌표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t t= +R R A u
 (1)

 여기서 는 트랙과 이동하는 트랙좌표계의 중심을 나타내는 변위이며, 는 트랙 좌표계 

     의 지면에 고정된 X-Y-Z 좌표계에 대한 회전변환 행렬을 나타낸다. , 는 트랙좌표 s로

만 표현할 수 있다. 

는 트랙좌표계에서 강체의 질량 중심까지의 좌표이다. 만약 트랙의 종방향과 트랙좌표계의 종방향 

좌표축을 일치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강체의 임의의 한 점에 대한 위치는 식 (1)의 강체 중심에 대한 좌표와 강체 중심좌표계에서 한 점

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i i t= +
 (3)

 여기서 는 강체 중심좌표계 x-y-z 의 트랙 좌표계       에 대한 회전변환 행렬을 나타낸다. 

회전 변환행렬 는 강체 회전각도 좌표계 

[
로부터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는 강

체 중심좌표계에서 강체의 한 점까지의 위치벡터이다. 

철도차량의 휠과 레일의 접촉점과 접촉력 등 접촉 메커니즘을 3차원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강체의 3

차원 형상을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ig. 1과 같이 3차원 강체의 형상을 형상 파라미터 

s s
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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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
    (4)

Fig. 2 Surfaces of wheel and rail

Fig. 2는 형상 파라미터 

s s
를 이용하여 나타낸 휠과 레일의 3차원 형상을 보여준다.

트랙 좌표계에서의 임의의 한 점에 대한 위치벡터를 나타내는 식 (3)은 식 (1)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

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i t t ts s y z s s sy f q= + +r R A u A A u
      (5) 

결국 식 (5)와 같이 하나의 강체에 대해 8개의 일반좌표 

[ ]T
를 이용하여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

 

3.  트랙 좌표계에서의 레일 표현

Fig. 3 Track coordinat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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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에서 트랙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는 트랙 좌표계의 위치 는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3에서 트랙 좌표 s의 X-Y평면에 대한 정사영은 S로 표현하고 있다. 즉, 정사영 S는 트랙의 구배

q
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6)

 트랙 좌표계의 위치 의 각 성분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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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7)에서 

y
는 트랙의 정사영 좌표 S에 대한 트랙 곡률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곡률과 정사영 좌

표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tdy              (8)

여기서 CH는 트랙의 평면곡률 값으로 트랙의 형상으로부터 주어지면 트랙 정사영 좌표 S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식 (8)로부터 트랙의 곡률 값을 구할 수 있다.

트랙의 구배 

q
는 트랙 좌표 s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 tq q=
        (9)

 Fig. 3에서 

f
는 레일의 캔트값으로 정사영 좌표 S의 함수로 주어진다. 

          (10)

트랙좌표계의 좌표변환행렬 는 

(t t t t ty f q=
이므로 식 (8)~(10)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트랙 

좌표계의 위치 의 성분은 식 (7)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식 (5)에 대입하면 트랙좌표계에서의 

강체의 위치벡터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 구한 트랙좌표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강체의 운동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é ù é ùTM C q&&  (11)

여기서 은 강체의 관성 행렬이며, 

C
는 구속조건식의 자코비안식을 나타낸다. 휠과 레일의 구속조

건에 대해서는 접촉조건에 의해 구할 수 있다[4]. 는 트랙좌표계 일반좌표의 가속도 항이며, 는 라그

랑지 승수를 의미한다. 는 접촉력 등에 의해 나타나는 외력을 의미하며, 

Q
는 구속조건식에 의해 나

타나는 속도의 승수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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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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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files of wheel rail   Fig. 5 Simulation of wheelset dynamics

트랙좌표계를 이용하여 철도차량 휠셋에 대한 곡선 레일 주행시 동역학 운동을 시뮬레이션하였다. 

Fig. 4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휠과 레일의 단면 형상을 나타낸다. 휠셋의 질량은 1600kg이며, 회전반

경 1000m, 초기속도 30m/sec로 곡선트랙을 주행할 때의 동적거동을 시뮬레이션하였다.

Fig. 5는 곡선 트랙을 주행하는 휠셋의 모습을 보여주며, Fig. 6과 Fig.7은 각각 휠셋의 요각도와 휠

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나타낸다.

(a) yaw angle (b) Normal force

Fig. 6 cornering behavior of wheelset

5.  결론

철도 차량과 같이 주어진 트랙을 따라서 주행하는 경우 트랙의 좌표계를 일반좌표계로 사용하는 트랙

좌표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 좌표계를 이용한 철도차량 운동방정식의 유도방

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철도차량의 강체운동에 대한 정확한 3차원적 동역학 거동을 예측

하기 위하여 접촉점의 위치를 트랙좌표계를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휠과 레일의 형상을 트랙좌표계로 나

타내었다. 트랙좌표계를 이용하여 곡선 트랙을 주행하는 휠셋의 동적거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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