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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tilting train called Hanvit 200 was launched recently in Korea to improve train speed up to 

200 km/h at conventional lin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HILS system for simulations of mechanical 

braking of the Hanvit 200 train using actual ASCU, actual dump valves, Simulink, dSPACE board, and 

ControlDesk software. In the proposed HILS system, dynamics of wheelsets, bogies and car body, brake force 

generation, creep force generations are realized via mathematical models, and anti-skid logic is realized using 

actual component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HILS system is demonstrated via comparing results of real-

time and off-line simulations. 

1. 서 론 

철도는 현재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철도차량의 제동시스

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철도차량의 

제동시스템은 철도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운

용의 경제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

다.  

2008 년 11 월 처음으로 공개된 KTX-II 는 87%

의 부품 국산화율을 이루었고, 2015 년에는 95%

의 국산화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KTX-II 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절반으로 감소한 제동거리이

다. 제동기술은 철도 기술 중에서도 안전과 관련

되는 중요한 기술이면서도,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 시스템의 특성상 실

제 주행중인 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차 제동시험을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1)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행시험기

(roller-rig)(2)를 이용하여 실차시험을 대체하고 있

다. 하지만 주행시험기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비

용과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더 쉽게 

실차시험을 대체하는 한 방안으로서 HILS 

(Hardware-In-the-Loop Simulation)를 이용하는 연구

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3~5) 

본 논문에서는 기존선의 고속화(6)를 위해 개발

되고 있는 한국형 틸팅열차 한빛 200(7)에 대하여, 

차체와 대차를 포함하는 철도차량의 동특성, 

BOU (Brake Operation Unit), 기계적 제동장치의 특

[이 논문은 2009년도 동역학 및 제어부문 춘계학술대회(2009. 5. 

21-22., BEXCO)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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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수학적으로 모사하여, dSPACE 사의 DS1104

로 구현하고, ASCU(Anti-Skid Control Unit)와 덤프

밸브(dump valve)는 실제 요소를 사용하는 HILS 

시스템을 제안하고, 기계적 제동시스템에 대한 실

시간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시뮬레

이션 모델은 DS1104 와 호환성이 좋은 Mathwork

사의 Simulink 와 Real-Time Workshop 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2 절에서는 한국형 틸팅차량인 한빛 200(Fig. 1 

참조)의 동역학 모델링, 3 절에서는 시뮬레이션 모

델, 4절에서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 5절에서는 

비 실시간과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

석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6 절에서 결론을 기

술한다. 

2. 한빛 200 차량의 동역학 모델링 

본 절에서는 기계적 제동시스템을 해석하기 위

하여, 한빛 200 틸팅차량의 2 차원(2D; 2 

dimensional) 모델을 고려한다. 즉, 차량을 차체

(carbody), 대차(bogie), 윤축(wheelset)의 조합으로 

보고, 각각에 대한 전후운동, 상하운동 그리고 피

치운동의 평면운동을 고려한다. 차량의 진행방향

을 x, 지면에 수직인 아래쪽 방향을 z, 그리고 피

치운동을 θ로 둔다. 

차량 모델링은 차체(carbody), 2차 현가장치(에어 

스프링, 요 댐퍼, 트랙션 링크), 앞대차(front bogie), 

뒤대차(rear bogie), 1 차 현가장치, 윤축(wheelset)으

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각 구성요소의 제원과 파

라미터는 한빛 200 틸팅차량의 구동차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8,9) 

본 논문에서는 틸팅차량의 한 차량에 대해 모델

링을 수행하고, 한 차량에 대한 제동과정을 시뮬

레이션한다. 이는 각 차량간 제동 동특성이 유사

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차량 동역학 모델링 

 

 
 

Fig. 1 Hanvit 200 tilting train 

은 차량 구성품을 크게 차체, 대차, 윤축으로 나누

고, 각각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린다음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Fig. 2 는 차체의 자유물체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하첨자 cb는 carbody, as는 air spring, yd

는 yaw damper, L은 left, R은 right을 의미한다. 

Fig. 3은 앞대차의 자유물체도이다. 아래 그림에

서 bg는 bogie, fb는 front bogie, rb는 rear bogie, ps

는 primary suspension을 의미한다. 

또한 뒤대차의 자유물체도는 하첨자 fb 대신에 

rb 로, ws1 대신에 ws3, ws2 대신에 ws4 로 

대체하고, 차체의 피치운동 θ 에 의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는 대신 위쪽으로 들리도록 하면 된다. 

차체와 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운동방정식은 

참고문헌
(10,11)

을 참조하기 바란다. 

 

 
Fig. 2 Free body diagram of the carbody 

 

 
Fig. 3 Free body diagram of the bogie 

 

 
Fig. 4 Free body diagram of the wheel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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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윤축의 자유물체도이다. 아래 그림에서

ws는 wheelset, brk는 brake, crp는 creepage를 의미

한다. 

구동대차 윤축은 휠 디스크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동대차 윤축의 자유물체도는 Fig. 4 에서 

디스크를 없애고 brkF 를 바퀴에 두고, 1,3 과 

2,4 를 바꾸어 주면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윤축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윤축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하첨자 1 대신에 2, 3, 4를 대체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윤축의 수직방향 운동 중 brkF 의 부호를 

바꾸어 주면 된다. 

제동 시에 중요한 윤축 부분의 운동방정식은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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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N 은 바퀴 하나에 작용하는 반력이다. 그

리고 
2 4,N N 에서는 2 fbl θ 대신에 각각 2 fbl θ− , 

2 rbl θ− 로 바뀌어야 한다.  
 

3. 한빛 200 차량의 Simulink 모델 

본 절에서는 Simulink 를 이용하여 2 절에서 

도출된 동역학 모델을 아래 Fig. 5 와 같은 차량 

시뮬레이션 모델로 구현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의 수월성과 차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한량의 차량의 모델에는 각각의 구성요소 별로 

하나씩의 Sub-system 으로 구성하였다. 

 

 
 

Fig. 5 Vehicle simulation model 

특히 본 논문은 제동 동특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Fig. 6 과 같이 제동력을 

인가해 주는 부분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차량의 제동은 바퀴와 

레일 사이의 점착력(adhesion force) 또는 크립력(creep 

force)에 기인하고, 크립력은 바퀴의 원주속도와 

바퀴중심의 선속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크리피지 

(creepage)의 함수이다.  

위와 같이 비 실시간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모델

이 완성되면, 이 모델을 기반으로 MATLAB 에서 제

공하는 Real-Time Workshop Toolbox 를 이용하여 Fig. 

7 과 같이 모델을 수정하여 컴파일하고, DS1104 의 

ADC/DAC 를 이용하여 제동력을 입출력으로 받아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dSPACE 에서 제공하는 Simulink block 을 이용한다. 

이때 생성되는 *.sdf 파일을 dSPACE 에서 제공 하는 

ControlDesk 를 이용하여 Target board 인 DS1104 에 

다운로드 한다. 
 

4.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 

Fig. 8 은 한빛 200 차량 한대에 대한 기계적 

제동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 뒤 

대차는 각각의 BOU 와 덤프밸브를 장착하고 있다. 

 

 
 

Fig. 6 Simulation model of a wheelset 

 

 
 

Fig. 7 Simulink model used for Real-Tim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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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차는 윤축 2 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윤축

의 속도신호는 차량당 1 개 설치된 ASCU 로 되먹

임 되어 활주를 검지(detection)하게 된다.  

이 구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Fig. 9 와 같

은 HILS 시스템 구성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차량의 동역학 모델이 다운로드 되어 

실행될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DS1104 보드

를 탑재한 컴퓨터, 실제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활

주방지제어장치(ASCU), 외부 신호를 입출력 하기 

위한 범용 I/O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의 목적은 HILS 시스템 구성이 가

능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목적이므로 HILS 시스

템의 전 부분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지는 않

았고, ASCU 와 덤프밸브 신호를 PC 에서 구현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8 Brake system configuration of a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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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ceptual configuration of the HILS system 

 

 
Fig. 10 Proposed HILS system   

실제 하드웨어 부분도 모듈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하드웨어 구성에 바로 연결하여 

실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5. 시뮬레이션 결과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3 절에서 구성한 시뮬

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정상제동인 경우에 발생하

는 동적 거동을 차체의 선속도, 윤축의 원주속도, 

활주 발생시 활주방지 제어로직이 동작하는 경우

의 첫번째 윤축의 원주속도를 실시간/비 실시간에

서 실행해 보면서, 각각의 상황에서의 결과를 비

교해 보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비교, 검증

하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샘플링 시간은 각

각의 실시간/비 실시간 상황에서의 동일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0.2 ms 로 동일 하게 하였다. 

 

5.1 비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 

비 실시간 시뮬레이션에서는 Simulink 를 이용하

여 구현한 Fig. 5 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Fig. 11~13의 결과를 얻었다.  

Fig. 11 은 한빛 200 차량 한 대를 초기속도 50 

km/h, 제동력 6 kN 으로 제동되고 있는 차체의 선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4 개의 윤축 원주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3 은 윤축의 원주속도가 되먹임 되어 기계

적 제동력이 속도 및 활주발생 상태에 따라 변하

는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이 결과는 

비 실시간에서 초기속도 100 km/h 이고, 첫번째 윤

축이 20~100 m 사이에서 활주(점착계수가 기존값

의 5%로 감소)가 발생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활주

방지로직에 대해서는 참고문헌(11,12)을 참조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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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ff-line simulation for carbody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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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Off-line simulations for 4 wheelsets angular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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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ff-line simulation when skid occurred at the 1st 

wheelset angular velocity 

 

 
 

Fig. 14 GUI screen using ControlDesk 
 

 

5.2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기존의 검증작업을 거친 

비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델을 HILS 시스템의 모

델로 사용하기 위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9)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Fig. 7 의 Real-Time Workshop

을 이용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

되었고, 그 결과는 Fig. 15~17과 같다.  

 
 

Fig. 15 Real-time simulation for carbody velocity  

 

 

 
 

Fig. 16 Real-time simulations for 4 wheelsets angular 

velocities 

 

 

 
 

Fig. 17 Real-time simulation when skid occurred at the 

1st wheelset angular velocity 

 

 
위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하여 

ControlDesk를 이용한 Fig. 14와 같이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GUI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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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plot 부분과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셋팅 할 수 있

는 파라미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Fig. 15~16 은 Fig. 11 과 동일한 상황에서 HILS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Fig. 17은 Fig. 13과 동일한 상황에서 HILS 시스

템을 사용하여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빛 200 틸팅차량의 제동 동특

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

현하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한빛 200 의 기계적 제동시스템을 분석하고, 

실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활주방지제어장치와 

덤프밸브를 포함한 HILS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였

다. 

(2) 기존에 검증된 비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델

을 MATLAB 에서 제공하는 Real-Time Workshop 

Toolbox 를 이용하여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델로 

구현하였다. 

(3) 위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dSPACE 사의 ControlDesk 를 이용하여 GUI 프로그

램을 구현하고, DS1104에 다운로드하여 실험한 결

과를 비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

로써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차후에는 검증된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

용하여 ASCU 와 덤프밸브가 포함된 HILS 시스템

을 시험하고 진보된 활주방지로직을 개발하여 실

차 실험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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