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가장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현가장치 강성은 차량 설계 

단계의 중요한 설계변수이다.

고속에서의 주행안전성을 위해 1차 현가장치에 강한 강

성 을 부여하는데 이는 곡선주행성능을 감소시키는 단점

이 있어 주행안전성과 곡선주행성능을 절충하면서 현가장

치의 강성을 조절하고 있다[1]. 따라서 곡선부에서의 속도

향상을 위하여 현가장치의 설계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현가장치 강성을 변화시켜 가

면서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가장치를 최적화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현가장치 최적화를 위해 1, 2차 현가장치

의 위치 및 길이, 폭, 강성, 감쇠력 등을 설계 변수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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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spension is the most prior apparatus to decide vehicle's running safety and ride comfort, also the 

suspension stiffness i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for the designing of the vehicle. Providing the strong stiffness 

with the primary suspension in order to improve the running safety with high speed, but it causes a problem with 

a curve running performance of a railway vehicle. Therefore, many studies deal with the optimal value of suspension 

stiffness. In this paper, we aim to optimize the suspension system to improve running safety by varying stiffness values 

of railway vehicle suspension. We have proceeded an analysis by design variables which are position, length, width, 

stiffness and damping coefficients of primary and secondary suspension to optimize the suspension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optimization, we verified that the derailment coefficients of inside and outside of wheel are decreased 

in comparison with initi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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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가장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현가장치 강성은 차량 

설계 단계의 중요한 설계변수이다. 고속에서의 주행안전성을 위해 1차 현가장치에 강한 강성을 부여하는데 이는 곡선

주행성능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어 주행안전성과 곡선주행성능을 절충하면서 현가장치의 강성을 조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현가장치 강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가장치를 최적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가장치 최적화를 위해 1, 2차 현가장치의 위치 및 길이, 폭, 강성, 감쇠력 등을 설계 변수로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현가장치 최적화 해석결과, 1, 2축 내 · 외측 차륜의 탈선계수 값이 초기 모델과 비교하여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 요 어 : 주행안전성, 승차감, 곡선주행성능, 현가장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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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동특성 해석을 위한 상용 소프

트웨어인 VI-Rail를 이용하였으며 새마을호 객차용 차체와 

틸팅 링크 및 조향시스템으로 구성된 대차를 연결하여 Fig. 

1과 같이 철도차량 1량을 모델링하였다[2].

 

(a) Carbody (b) Bogie

(c) Full vehicle assembly

Fig. 1. Analysis model

철도차량 모델링 시 사용하였던 대차 현가장치 구성요소

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data of primary and secondary suspension

Comp-
onent

Primary suspension

Secondary 
suspension

Remark

(Unit)
Axle 1 Axle 2

SP1 SP2 SP1 SP2

Fx 3.3+E06 3.3+E06 3.3+E06 3.3+E06 1.67+E05

N/mFy 1.5+E06 1.5+E06 1.5+E06 1.5+E06 1.67+E05

Fz 7.8+E05 7.8+E05 7.8+E05 7.8+E05 3.7+E05

Tx 1.0+E03 1.0+E03 1.0+E03 1.0+E03 1.0+E03
[N-m/

deg]
Ty 1.0+E03 1.0+E03 1.0+E03 1.0+E03 1.0+E03

Tz 1.0+E03 1.0+E03 1.0+E03 1.0+E03 1.0+E03

Dam-

ping
0.001 0.001 0.001 0.001 0.0 -

2.1 틸팅 링크 시스템

틸팅 시스템은 곡선부 주행시 차체를 곡선의 안쪽으로 

기울이게 하는 기술로써 곡선부를 주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원심가속도의 횡방향 성분을 중력가속의 횡방향 성분으로 

감쇄시켜 결과적으로 승객이 느끼는 횡가속도를 저감시키

는 기술이다[3]. 틸팅 시스템 방식 중 강제 링크 방식을 통

한 구성 및 제어기를 Fig. 2와 같이 설계하였다. 곡선부 주

행 시 승객이 받는 횡방향 가속도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차량의 자세를 목표값으로 설정하고 Fig. 3에서 구해진 식 

(1)을 사용하여 차량의 액츄에이터가 링크 구조를 움직이

도록 설정하였다. 

 

(a) Configuration (b) Motion

Fig. 2. Tilting link system

Fig. 3. Vehicle acceleration on curve

횡가속도 G× sinV R× cos (1)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V는 곡선주행속도, R은 곡선반경, 

Φ는 롤각을 의미한다.

2.2 조향 대차 시스템

철도차량에 있어서 조향메커니즘의 역할은 1차 현가장

치에 의하여 거동이 구속되어 있는 윤축이 레일의 곡선 환

경에 맞게 조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곡선구간에서 심하게 

발생하는 소음 및 마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4].

곡선부 주행 시 차륜이 미끄러짐이 없이 순수 구름운동

을 하도록 조향 대차 구조를 Fig. 4와 같이 설계하였다. Fig. 

5에서 구해진 식 (2)을 사용하여 모터가 윤축을 강제 조향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a) Side (b) Top

Fig. 4. Steering bogi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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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urving of a single wheelse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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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여기서 

는 차륜의 공칭반경, 


는 궤간/2, λ는 등가답면구

배, R은 곡선반경, y는 윤축의 횡변위를 의미한다.

3. 동역학 해석

곡선부에서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해 곡선반

경 R250, 캔트 150mm, 속도 60km/h의 해석조건에서 일반

대차와 틸팅대차의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일

반대차는 새마을호 객차에 사용되고 있는 볼스터리스 대차

이다. Fig. 6은 일반대차와 틸팅대차의 동역학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2는 동역학 해석결과 값을 수치적

으로 정리하였다.

전후방대차의 1, 2축 내외측 차륜을 기준으로 공격각, 

탈선계수의 동역학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측 선회를 하

고 있어 -값으로 나타나며 일반대차의 경우 최대 약 0.4도

의 공격각이 발생하나 틸팅대차의 경우 최대 약 0.1도 이내

로 나타나고 있다. 탈선계수 또한 틸팅대차가 일반대차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전후방대차의 횡가속도 경

우 8초 이후 틸팅대차의 횡가속도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차에 틸팅 링크 및 조향 대차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철도차량이 곡선부에서 안전하게 주행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2.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in terms of conventional 

& tilting bogie

Parameters

Attack angle 
[deg]

Derailment

coefficient

Lateral 
acceleration

[ms ]

Conven-

tional 
Tilting

Conven-

tional 
Tilting

Conven-

tional 
Tilting

Front

bogie

W1L 0.382 -0.022 -0.386 0.064

0.050 -0.005
W1R -0.382 0.021 -0.452 0.010

W2L 0.000 0.007 -0.009 0.007

W2R 0.000 -0.006 -0.022 -0.051

Rear 
bogie

W1L 0.336 0.033 -0.022 -0.051

0.053 -0.005
W1R -0.336 -0.034 -0.461 -0.107

W2L -0.052 -0.054 -0.131 -0.138

W2R 0.052 0.054 -0.082 0.068

  

  

(a) Attack angle (b) Derailment coefficients (c) Lateral acceleration 

Fig. 6. Analysis results of conventional & tilting b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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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가장치 최적화 해석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가장치 최적화 

연구는 승차감 및 주행안전성 해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최적화 기법은 ADAMS/Insight를 사용하여 각 설계변수

의 대한 영향도 및 최적화 값을 찾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5].

4.1 승차감 해석

승차감 해석은 차체의 수직가속도 RMS값을 목적함수로 

정하였다. 설계변수는 2차 현가장치의 강성 및 댐핑값으로 

정하고 DOE Response Surface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초

기 대비 ±10% 이내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승차감 해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Tie_02는 댐핑값을, 

Tie_01은 강성값을 나타내고 있다. 설계변수에 따른 영향

도를 살펴보면 댐핑값의 영향이 강성 대비 약 9.16%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승차감 개선을 위해 차량설계시에 차체

의 수직가속도 성분 감소가 필요하므로 2차 현가장치 강성 

보다 댐핑값을 조절하는 것이 최적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3. Optimization results for ride comfort

Factor Current Min Max Effect Effect(%) Remark

Tie_02 0.9 0.9 1.1 7.7095e-03 9.16

Secondary 

Suspension 

Damping

Tie_01 0.9 0.9 1.1 5.0511e-04 0.6

Secondary 

Suspension 

Stiffness

Fig. 7은 현가장치 최적화 결과에 따른 차체의 수직가속

도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차체의 수직가속도는 초기 대

비하여 약 5% 정도 승차감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Vertical accelerations of carboy

4.2 주행안전성 해석

주행안전성 해석은 곡선반경 R250, 캔트 150mm, 속도 

66 km/h의 해석조건에서 수행하였다. Table 4와 같이 전방

대차 내외측 차륜의 탈선계수를 목적함수로 정하였다. 

Table 5와 같이 1, 2차 현가장치의 위치, 길이, 폭, 강성, 댐

핑값 등 다양한 탈선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주요 인

자 18개를 설계변수로 선정하고 Monte Carlo 최적화 기법

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 Design of objective function

Parameters Insight Name Remark

Bogie Front Left R_01 Axle 1, outside wheel

Bogie Front Right R_02 Axle 1, inside wheel

Bogie Rear Left R_03 Axle 2, outside wheel

Bogie Rear Right R_04 Axle 2, inside wheel

Table 5. Extraction of design parameters

Parameters Level
Insight 

Name

Steering Linkage Total Length 3 T_01

Steering Link1 Length 3 T_02

Steering Link Width 3 T_03

Secondary Suspension Width 3 T_04

Secondary Suspension Top Vertical Mount 3 T_05

Primary Suspension Lateral Width 3 T_06

Primary Suspension Top Mount Vertical Front 3 T_07

Primary Suspension Top Mount Vertical Rear 3 T_08

Primary Suspension Lower Mount Vertical 

Front
3 T_09

Primary Suspension Lower Mount Vertical 

Rear
3 T_10

Primary Suspension Kx 3 T_11

Primary Suspension Ky 3 T_12

Primary Suspension Kz 3 T_13

Secondary Suspension Kx 3 T_14

Secondary Suspension Ky 3 T_15

Secondary Suspension Kz 3 T_16

Secondary Lateral Damping 3 T_17

Secondary Vertical Damping 3 T_18

주행안전성 해석결과, Table 6은 설계변수에 따른 영향

도 및 최적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틸팅대차의 

Steering Link Length 값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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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ptimization results and sensitivity in term of design 

parameters

(a) Effects

Factor From To Effect Effect (%)

Link_T_Length 7.6725e-01 1.0358 1.0966e-01 104.18

SVD_Damping 8.7451e-01 1.1226 1.0734e-01 101.98

High1_Top_Z -6.6706e-01 -5.0902e-01 -8.5549e-02 -81.28

Low1_Low_Z -3.9886e-01 -3.0672e-01 7.6173e-02 72.37

SS_Fy 8.2913e-01 1.1566 -67999e-02 -64.6

Sec_SUSP_Height 8.7315e-01 1.1234 -6.1000e-02 -57.95

PS_Fx 8.7435e-01 1.1496 5.2993e-02 50.35

SS_Fz 8.7326e-01 1.1075 4.7781e-02 45.39

Link1_Length 2.5401e-01 3.4612e-01 -4.3521e-02 -41.35

Sec_Susp_Width 9.5889e-01 1.29.8 4.2168e-02 40.06

Pri_Susp_Width 8.7918e-01 1.1130 4.1527e-02 39.45

SS_Fx 8.9671e-01 1.1244 -3.6680e-02 -34.85

SLD_Damping 8.7650e-01 1.1496 3.4003e-02 32.3

High2_Top_Z -6.0008e-01 -4.4844e-01 3.0373e-02 28.86

PS_Fz 8.6619e-01 1.1226 -2.7168e-02 -25.81

PS_Fy 8.6699e-01 1.1484 1.9802e-02 18.81

Low2_Low_Z -3.3193e-01 -2.4429e-01 -1.2035e-02 -11.43

Link_Width 1.4573e-01 1.8668e-01 3.3029e-03 3.14

(b) Design parameters

Factor Current Min Nominal Max

Link_T_Length 0.973701 7.6725e-01 9.0000e-01 1.0358

SVD_Damping 0.947584 8.7451e-01 1.0000 1.1226

High1_Top_Z -0.62608 -6.6706e-01 -5.9500e-01 -5.0902e-01

Low1_Low_Z -0.36808 -3.9886e-01 -3.6500e-01 -3.0672e-01

SS_Fy 1.03253 8.2913e-01 1.0000 1.1566

Sec_SUSP_Height 0.988852 8.7315e-01 1.0000 1.1234

PS_Fx 0.981307 8.7435e-01 1.0000 1.1496

SS_Fz 1.04364 8.7326e-01 1.0000 1.1075

Link1_Length 0.29825 2.5401e-01 3.0000e-01 3.4612e-01

Sec_Susp_Width 1.03964 9.5889e-01 1.1300 1.2938

Pri_Susp_Width 0.938287 8.7918e-01 9.8500e-01 1.1130

SS_Fx 0.970095 8.9671e-01 1.0000 1.1244

SLD_Damping 0.971864 8.7650e-01 1.0000 1.1496

High2_Top_Z -0.5388 -6.0008e-01 -5.2500e-01 -4.4844e-01

PS_Fz 1.05585 8.6619e-01 1.0000 1.1226

PS_Fy 0.97953 8.6699e-01 1.0000 1.1484

Low2_Low_Z -0.28221 -0.3193e-01 -2.9500e-01 -2.4429e-01

Link_Width 0.158494 1.457.e-01 1.6500e-01 1.8668e-01

Fig. 8은 현가장치 최적화 결과에 따른 전방대차 내외측 

차륜의 탈선계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Table 7은 탈선계

수의 해석 결과값을 수치적으로 정리하였다. 현가장치의 

최적화 전후 대비하여 약 15% 정도 탈선계수가 작아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a) Axle 1, outside wheel

(b) Axle 1, inside wheel

(c) Axle 2, outside wheel

(d) Axle 2, inside wheel

Fig. 8. Derailment coefficients

Table 7. Derailment coefficients for optimization results

Parameters
Derailment coefficients

Original Optimized

Bogie Front Left -0.0924 -0.0786

Bogie Front Right 0.0414 0.0293

Bogie Rear Left 0.0221 -0.0449

Bogie Rear Right -0.0494 -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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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최적

화 연구로서 틸팅 링크 및 조향시스템으로 구성된 대차시

스템의 동역학 해석과 그에 따른 현가장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승차감, 주행안전성 해석을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틸팅대차가 일반대차에 비해 공격각, 탈선계수, 횡가속

도 모두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대차에 틸팅 

링크 및 조향 대차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철도차

량이 곡선부에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2. 현가장치의 댐핑값의 영향이 강성 대비 약 9.16%를 나

타내므로 이는 승차감 개선을 위해 차체의 수직가속도 

성분 감소가 필요하므로 2차 현가장치 강성 보다 댐핑

값을 조절하는 것이 최적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틸팅대차의 경우 Steering Link Length 값이 주행안전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가장

치 최적화 결과에 따라 개선 전후 대비하여 약 15% 정

도 탈선계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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