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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influence on the nonlinear critical speed results of a specific railway vehicle 
depending on various constraint conditions. In the roller-rig tests, proper constraints are inevitable to safely 
hold the test vehicles. Particularly, the test results using KRRI roller-rig are more sensitive to constraint 
conditions because it is a kind of semi-full car type. In this study, nonlinear critical speed of specific vehicle 
with regards to several constraint cases were predicted by computational analysis and these results were 
compared to find the suitable constraint conditions. And also the deviation of semi-full car model from actual 
full car model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bifurcation analysis, the nonlinear critical speed are 
dependent with the constraint condition and car-body yaw motion should be free to achieve more accurate 
results. And the difference between semi-full and full car model was so small that KRRI's semi-full car 
model are valid as long as the stability is concerned.  

1. 서론

철도차량의 주행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목표속도 내에서 진동가속도를 이용한 간접적 방법과 속도

를 증가시켜 가며 직접적으로 임계속도를 관측하는 방법이 있다. 즉 차량이 실제 선로를 주행 중에 대

차의 가속도를 계측, 그 수준을 UIC518등 관련 규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간접적인 방법이며, 직접적

인 방법은 주행시험대(Roller rig) 상에서 철도차량을 주행시켜 가며 윤축의 헌팅 현상 발생 유무를 관

측하여 임계속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실제 주행선로에서 대차의 가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선형 임계

속도와 관련된 초기조건 또는 궤도 왜란을 제어하지 못하고, 후처리 방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

이 있다. 주행시험대를 활용하는 방법은 차륜- 레일과 차륜-롤러간의 접촉역학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오차와 실제 차량에는 없는 구속조건에 기인한 오차 등에 의해 실제 임계속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

다.[1][2] 여기서 차륜-레일, 차륜-롤러간의 접촉역학의 차이에 의한 오차는 무한 반경의 직선 선로를 유한 

반경을 가진 롤러로 대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거 불가능한 오차이나, 구속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는 구

속조건을 최적화함으로써 그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일 대차(반 차량) 방식의 주행시험대인 경우, 

활용에 앞서 실제 전차량 방식에 비해 임계속도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행시험대를 활용하여 차량의 주행안정성을 평가하

는 데 있어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시험체 구속조건을 찾아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일반 전동차

를 피시험 모델로 하여 구속이 없는 실제차량 조건과 주행시험대 시험을 위해 필요한 구속조건 4종류를 

설정하고, 다물체 동역학과 분기해석을 통해 이에 따른 임계속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구속조건만의 영향을 보기위해 접촉역학은 차륜-레일로 가정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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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임계속도와 분기 해석

철도차량은 차륜/레일의 비선형적 접촉 특성, 현가장치의 비선형 특성 등, 많은 비선형성을 내포하고 

있어 윤축의 거동은 리미트 사이클(limit-cycle)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복수개의 임계속도를 가지게 되

는데, 주행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임계속도는 이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는 왜란이 없는 조건에서 속도를 증가시킬 때 자려진동이 발생하는 시점이 선형 임계속도(Vlin)로 

정의하는 데 선형화된 운동방정식의 고유치 해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임계속도를 넘어서면 

리미트 사이클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데, 이는 비선형 동적시스템의 고유특성인 분기(bifurcation)에 

의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분기점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는 데, 철도차량의 대

표적인 분기점은 그림 1의 비선형 임계속도인 Vcr과 선형 임계속도인 Vlin의 두 지점이다.  비선형 임

계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기(bifurcation) 해석을 통해 리미트 사이클 해가 존재하는 속도를 찾아야 

한다. 

그림 1. 리미트 사이클 선도의 일례

리미트 싸이클 또는 주기해는 시스템의 평형점에서 Hopf 분기에 의해 분기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

다. 이러한 리미트 싸이클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니폴드 이론(manifold theory), 평균법(averaging), 직

접수치해석(direct numerical integration), 슈팅 방법(shooting method)등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철도분야에 많이 적용되었던 trust region 알고리즘의 shooting method를 적

용하여 분기해석을 수행하였다.

2.2 반 차량/ 전 차량 임계속도 편차 분석 

주행시험대의 반 차량과 전 차량 모델 간의 임계속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피 시험차량 모델로 그림 

2와 같이 국내 표준 전동차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레일에 해당하는 롤러 형상은 60kg 국내표준 레

일을 적용하였다. 그림 3에 반 차량 주행시험대와 전 차량 주행시험대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예전에는 철도차량 동역학 수치해석 시,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차량의 대칭성을 이용 반 차량 모

델 또는 1/4 차량 모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산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와 

같은 해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행시험대에 실험장비에 있어서는 비용 제약 때문에 

반 차량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또한 그러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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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와 같이 반 차량 모델의 주행안정성 시험이 유효한지는 보다 신중히 고려하여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반 차량 모델은 차체의 요운동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롤 운동을 고려하지 않은 

14자유도 일 차량 모델과 7자유도 반 차량 모델에 대한 비선형 분기해석을 통해 그 특성과 편차를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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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량 모델

a) 전 차량 주행시험대

b) 일 대차(반 차량) 주행시험대

그림 3. 전 차량/ 반 차량 해석모델  

그림 4에 전 차량 모델과 반차량 모델의 리미트 싸이클 선도를 나타낸 것이고 그 해석결과는 도표 1

에 요약하였다. 선형 임계속도는 약 3% 정도의 편차를, 비선형 임계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도표 1 전 차량 모델 및 반 차량 모델의 임계속도 해석결과

   (m/s)   (m/s)

반 차량 모델 103.277 75.793

전 차량 모델 100.723 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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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리미트 싸이클 진폭 선도                (b) 리미트 싸이클 주파수 선도

그림 4. 전 차량/ 반 차량 모델   비선형 주행안정성 해석결과

  그림 4에서 보듯이 전 차량 모델(Full model)과 반 차량 모델(Half model)에서의 비선형 임계속도

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선형임계속도의 경우 반 차량 모델이 전 차량 모델보다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여기서 비선형 임계속도는 리미트 싸이클 진폭선도에서 리미트 싸이클 해를 가지는 가장 낮은 속

도를 의미한다. 전 차량 모델의 경우에는 리미트 싸이클의 진폭이 78.7m/s 및 84m/s에서 불연속적으로 

점프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 결과 반 차량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에서 최대 진폭으로 이

동한다. 또한 낮은 진폭 영역에서 반 차량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복잡한 모양을 보인다. 반면에 

반 차량 모델의 경우 리미트 싸이클의 진폭 선도가 전 차량 모델에 비해 좀더 날카로운 곡선을 보임과 

동시에 복잡한 거동이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에서 최대 진폭을 

갖는다. 비록 이와 같은 차이는 있으나 비선형 임계속도 시험에 있어 반 차량 모델로도 전 차량 모델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3 구속조건 설정

본 연구의 주행시험대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 대차(반 차량) 시험용으로 하나의 대차만 롤러 

시험대상에 설치된다. 따라서 이 주행시험대로 동적특성을 시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속조건이 설정될 

수 있다.

1)  차체의 횡(lateral), 요(yaw), 롤(roll) 거동이 모두 가능하되 요 회전의 중심점 이동 

2)  차체의 요, 롤 거동만 가능하되 요 회전의 중심점 이동

3)  차체의 요, 롤 거동만 가능하되 요 회전의 중심이 구속로드 끝단인 경우

4)  차체의 횡, 요 거동 구속, 롤 회전만 가능한 경우

 

구속로드는 시험대 위의 대차가 롤러의 회전에 의해 전/후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각 차륜이 롤러의 

최 상면에 위치하도록 구속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차량의 전/후 방향의 거동만 구속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횡 방향, 요 방향 거동이 일부 구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반대편 대차는 이 대차의 잉여 구속이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탈거하고 대신 대차 프레임

을 모사하는 지지대가 이차현가장치에 의해 차체에 연결되어 있고, 지지대 하부에는 평면운동이 가능하

도록 다수개의 볼-캐스터(ball-caster)로 구성된 평면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으며, 지지대에 진동이 발생

하였을 때 중심으로 복원하기 위한 횡방향 강성장치가 지지대에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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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철도연 주행시험대 set-up

2.4 분기해석 결과

그림 6은 전술한 구속조건에 대한 분기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 unconstrained는 실제 

차량처럼 주행시험대 시험을 위한 구속이 없는 경우, D1은 구속조건 1, D2는 구속조건 2, D3은 구속조

건 3, D4는 구속조건 4인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비선형 임계속도는 리미트 사이클의 진폭이 존재하

는 영역에서 가장 낮은 속도로 구속이 없는 경우에는 약 72.3m/s이다.

그림 6에서 나타내듯이 D1의 경우가 실제차량 결과와 가장 유사하고 그 다음에는 D2, D3, D4의 경

우로 구속이 강화될수록 임계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후 

방향 구속로드가 차체의 횡, 요 방향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D1 보다는 D2 및 D3가 

주행시험대에서 구현 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2는 구속조건에 따른 선형 및 비선형 임계속도 해석결과를 요약한 결과이다. 구속조건 D2의 경

우 선형임계속도 오차는 약 13% 발생하나, 비선형 임계속도 오차는 약 3.4%, D3는 약 4%로 준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행시험대를 활용한 시험에서는 적어도 D2/D3 수준으로 차량이 구속되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a) 리미트 싸이클 진폭 선도                     (b) 리미트 싸이클 주파수 선도

그림 6. 주행시험대 상에서의 구속조건에 대한 분기해석 결과

1078



도표 2 구속조건에 따른 임계속도 해석결과

 조건  (m/s)  (m/s)   (%)  (%)

unconstrained 88.377 72.271 - -

D1 96.934 73.329 9.68 1.46

D2 100.171 74.757 13.35 3.44

D3 101.081 75.293 14.37 4.18

D4 105.795 78.768 19.71 8.99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을 주행시험대를 활용하여 주행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임계속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반 차량 모델의 적정성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구속조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

다.  전 차량 모델과 반차량 모델의 해석결과 선형 임계속도는 약 3% 정도의 편차를, 비선형 임계속도

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차량의 임계속도가 대차의 헌팅 모드와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한 대차만 사용하는 반 차체 모델의 주행시험대도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반 차체 모델의 구속조건을 4가지로 나누어 분기해석을 통

해 선형, 비선형 임계속도를 해석하였으며 적절한 구속을 통해 같은 접촉조건에서 5% 이내의 오차를 

가진 비선형 임계속도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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