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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탄성 및 댐핑 요소로 구성된 철도차량 현수장

치는 안전성과 승차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서 차체와 대차 간의 차 현수장치와 대1

차와 휠셑 간의 차 현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2 .

특히 차 현수장치의 설계에 있어 안전성 및 승, 1

차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탄성계수의 선정

이 중요하나 많은 설계변수 및 동역학 성능지수,

를 고려해야 하므로 주어진 설계기간 내에 정확

하고 효과적인 설계에 어려움이 따른다 저자 등.
(1,2)

은 실험계획법으로 많은 설계변수와 성능지수에

대한 동역학 해석을 통해 수행하고 이 결과로,

반응표면모델을 구축한 후 순차적 회귀분석으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성능.

지수의 반응표면모델에 최대 최소 방법에 의한-

다중목적최적설계로 설계변수의 최적해를 찾았

다 또한 비선형성이 강한 철도차량의 동역학 거. ,

동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다물체 동역학 해

석과 전산실험계획을 기반으로 한 크리깅 모델링

기법으로 최적설계를 수행하여 좋은 최적 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기한 최적설계는 모두 확정론적인 방법을 적

용하고 있어 설계변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목적함수 및 제한조건에 변동성이 발생하여

최적설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통계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설계변수의,

변동이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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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최적설계를 통해 얻어진 설계 값이 이러,

한 변동에 대하여 강건성을 갖게 함으로서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적.

해가 이러한 변동에 대하여 강건성을 가지려면

목적함수의 강건성과 제한조건의 강건성이 동시

에 만족되어야 한다 목적함수의 강건성은 설계.

변수의 변동에 대하여 최적해의 변동이 민감하지

않은 것이며 제한조건의 강건성은 설계변수의,

변동에 대하여 제한조건이 위배되지 않고 가용,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건설계를.

위하여 부품의 정밀한 공차 또는 높은 안전계수

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최적해의 변동성을 줄이,

기보다는 설계변수의 변동 자체를 줄이는 시도로

서 제품의 제작비용의 증대만을 야기하였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건설계 방법은 실험계획,

법 반응표면방법 및 민감도해석과 같은 종래의,

최적설계에 테일러 전개에 의한 표준편차 근사모델

을 접목하여 개발되었고 일부 실제 설계사례,
(3,4)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현수장치의 설계변수

인 탄성계수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목적함수의 변

동성을 최소로 하는 강건최적해를 찾기 위하여,

제품 품질변동의 척도로서 사용되어 오던 공정능

력지수 를 강건설계에 적(Process Capability Index)

용한 식스시그마 강건최적설계기법을 제시하였

다 제시한 기법을 이용하여 공정능력지수로 표.

현된 철도차량의 성능지수가 식스시그마 수준으

로 만족하는 최적해로 얻어졌다.

강건최적설계의 수식화2.

최근 기업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식스시그마

설계와 같이 제품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의 강건성을 꼭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는 을Fig. 1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은 설계변수 에. Fig. 1 D

대한 응답 를 표현한다 설계자가 최적해를 찾F .

는 것이 목적이라면 점이 최선이 될 것이다 그A .

러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공차범위,

및 치수의 변동과 같은 분포함수를 설계변수에

고려하면 점에서 응답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므A

로 적절한 해를 선택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경.

우에는 오히려 점이 점에 비하여 응답의 변동B A

을 적게 하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최적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품의 변동성을 고려한 강건최적설. ,

계는 점을 찾는 것으로 생산 현장에서 원하는B

확률변동이 적은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강건최적설계의 일반화2.1

설계변수의 확률변동을 고려한 강건최적설계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 할 수 있다.

Objective functions    

constraints    

Find  (1)

to minimize     

Subject to constraints 
≤

   

where ≤≤ 

여기서, 는 설계변수를 의미하며, 와 는

각각 목적함수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리,

고  와 는 각각 제약조건 의 평균과 표

준편차이다.

테일러 전개에 의한 표준편차의 근사화2.2

목적함수 및 제한조건의 표준편차를 정확히 구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모의,

실험법 테일러 전개에 의한 근사방법 또는 실험,

계획법 등이 활용된다 몬테카를로 모의실험법이.

가장 정확하게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의 계산시간이 요구되므로 테일러 전개를 이,

용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테일러 전개를 이용.

해서 표준편차를 근사화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5)

Fig. 1 Traditional optimization vs. robu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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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방법은 함수가 해석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면 미분값을 근사적으로 구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계산의 편리성과 속도 때문에 많

이 적용이 되고 있다.

공정능력지수2.3

공정능력지수(Process Capability Index) 란 제

품의 품질변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척도

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7)

 


(2)

여기서, 는 공정의 산포 표준편차 이며( ) , 

과 은 이의 규격상한과 규격하한을 나타낸

다. 는 공정의 산포만을 반영하고 공정평균의

위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

의 산포는 물론 공정평균의 위치를 반영한 가

제안되었다.

 min




  (3)

는 크기가 서로 다른 목적함수와 제한조건

의 값을 동일한 단위로 정규화시키는 장점을 갖

고 있으며,  라면 식스시그마를 의미한다.

식스시그마 강건최적설계2.4

본 연구에서는 품질척도로만 적용되어오던 
를 강건설계에 도입했으며 설계변수의 확률변동

을 고려하여 식 의 강건최적설계를 다음과 같(1)

이 제안한다.

Find 

to minimize 
    (4)

Subject to constraints 
≥   

where ≤≤ 

여기서, 
및 

는 각각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 의 공정능력지수이다. 
가 2

보다 크다는 것은 공정능력이 식스시그마보다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한 식 를 식. , (4)

스시그마 강건최적설계로 부르기로 한다.

철도차량 현수장치의 강건최적설계3.

철도차량 모델링3.1

철도차량의 동적거동해석을 위한 시스템편성

모델과 좌표계는 와 같다 차량시스템 편성Fig. 2 .

모델은 동력차 동력 객차 객차 대 동력 객차로(3 )– – –

구성하였으며 대차는 동력차용 동력대차, (PMB,

대 동력객차용 동력대차Power Motor Bogie) 2 ,

전후 대 및 동력(MTB, Motorized Trailer Bogie) 2

객차와 객차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관절대차,

대로 구성되어(ATB, Articulated Trailer Bogie) 4

있다.
(8,9)

해석대상은 과 같은 동력객차용 동력대차Fig.3

이다 철도차량은 휠과 레일의 접촉으로 운MTB .

행되는 시스템이므로 무엇보다도 휠의 주행강성

을 유지시켜주는 현수장치의 탄성계수에 대한 민

Fig. 2 Model and axis system of railway vehicle

Fig. 3 1st suspension of the motorized trailer b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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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및 최적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동력대차의 현수장치는 대표적으로 차 현수장치1

인 이중코일스프링과 차 현수장치인 에어스프링2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현수장치를 보조하,

는 여러 가지 오일댐퍼가 장착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들 중 차량의 주행 안전성 및 승차감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 현수장치인 이중코1

코일스프링의 세 방향 탄성계수  ,  및 를

설계변수로 선정하였다.

설계변수  ,  및 로부터 철도차량의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을 나타내는 성능지수는 승차감

과 주행안정성에 관련된 총 개로 에 정10 , Table 1

리하였다 주행안전성과 관련하여 풍력 작용시의.

과도상태 및 곡선주행시의 준정상상태에 대하여

탈선지수와 윤중감소비와 같은 개의 성능지수를8

고찰하였다 여기서 탈선지수. , (Derailment Quotient)

는 휠에 작용하는 윤중과 횡압의 비를 의미하며

평균 이하 최대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윤0.8 , 1.2 ,

중감소비 는 정적 수직력에 대한(Unloading Ratio)

동적 수직력의 비로서 국내 철도청 시행규범에

준하였다 한편 승차감은 불규칙 레일을 직진주. ,

행 할 때 발생하는 수직방향 및 횡방향(z-dir.)

가속도로 평가하였다(y-dir.) .

완전요인배치법에 의한 반응표면모델3.2

설계변수에 대한 성능지수의 반응표면모델(10,11)

을 작성하기 위하여 완전요인배치법의 인자 수3 5

준을 고려하여 총 회의 실험계획을 수립하였75

다 성능지수는 철도차량 동적해석 전용 프로그.

램인 VAMPIRE
(9)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작성된.

반응표면모델의 정확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결정

계수 와 수정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는 모두(Coefficient of Adjusted Determination) 0.9

를 상회하였다 이는 작성된 반응표면모델이 원.

래 모형의 이상을 모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90%

미한다.
(11) 는 각 성능지수에 대하여 완전Table 2

요인배치법으로 구성된 반응표면모델의 결과를

수식으로 정리한 것이며 는 및, Fig. 4 Imldw1

를Rilat 플롯한 모습니다.

각 성능지수의 반응표면모델에 최대 최소방법-

을 구하여 최적해를 구하였다 여기서 최대 최소. , -

방법(12)은 설계자의 최초 요구치와 각 목적함수와

의 차이를 구하여 이 상대편차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얻어진 반. ,

Table 1 Dynamic performance index

Condition Name Performance index*

Wind on
straight track
(Transient
state)

Imluw1 Unloading on left wheel 1

Imruw1 Unloading on right wheel 1

Imldw1 Derailment on left wheel 1

Imrdw1 Derailment on right wheel 1

Curve track
(Quasi-static

state)

Culdw1 Derailment on left wheel 1

Culdw2 Derailment on left wheel 2

Curuw1 Unloading on right wheel 1

Curuw2 Unloading on right wheel 2

Straight track
Rilat Ride comfort in Y direction

Rivert Ride comfort in Z direction

Table 2 Formular of response surface model

Name Formular

Imluw1
 


 


Imruw1



 


Imldw1







Imrdw1
 


 


Culdw1 


Culdw2







Curuw1



 


Curuw2



 


Rilat



 


Rivert
 


 


(a) Imldw1 (b) Rilat

Fig. 4 Response surface models



1136

응표면모델에 기존의 최적설계로는 설계변수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설계변수의 변동성,

을 고려하려면 식 와 같이 제시한 공정능력지(4)

수 기반 강건최적설계로 설계변수의 확률변동에

강건한 목적함수를 구해야 한다.

현 최적해에 대하여 를 구하였다 는. Fig. 5

성능지수 중 및 에 대한 것Imruw1, Culdw2 Rilat

으로 좌측편에 있는 그림이 현 최적해에 대한 성

능지수의 분포와  결과이다. 는 각각 1.52,

및 로서 식 의 제약조건인1.13 1.19 (4) 

≥

을 위배한다 이를 시그마 수준으로 환산.
(13)하면

및 으로서 모두 식스시그마 미만인 것4.6, 3.4 3.6

을 알 수 있다 는 모든 성능지수의. Table 2 를

구하여 정리한 것으로 상기한 세 성능지수를 제

외하고 가 모두 이상이다2 .

공정능력지수 기반 강건최적설계3.3

얻어진 최적해에 대한 공정능력계수 를 계

산하기 위하여 은 목적함수 전체 분포의

로 선정하였으며 탄성계수의 표준편차는 설75% ,

계에 주어진 공차 범위를 고려하여 탄성계수 평

균의 로 정의하였다 각 성능지수에 대하여 선5% .

정된 은 과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Table 3 ,

식 의 강건최적설계를 실시하였다(4) .

의 우측편 그림은 초기 최적해에서 제약조Fig. 5

건을 위배하였던 성능지수 및Imruw1, Culdw2 Rilat

이 개선된 결과이다 초기 최적해의. 인 1.52,

및 가 및 로 모두 제약조건1.13 1.19 2.88, 3.17 2.88

을 만족하였다 는 개의 성능지수에 대한. Table 4 10

의 강건최적설계가 완료된 결과이다 와. Table 3

Table 3 Process capability index at initial optimum

design stage

Name  
Imluw1 0.01479 6.21

Imruw1 0.02424 6.93

Imldw1 0.00917 1.52

Imrdw1 0.00588 4.93

Culdw1 0.04407 2.84

Culdw2 0.06868 1.13

Curuw1 0.16439 4.23

Curuw2 0.17813 3.46

Rilat 0.03997 1.19

Rivert 0.26182 4.60

Table 4 Process capability index at robust optimi-

zation

Dynamic performance index 

Imluw1 4.04

Imruw1 3.62

Imldw1 2.88

Imrdw1 2.88

Culdw1 3.09

Culdw2 3.17

Curuw1 2.88

Curuw2 3.14

Rilat 2.88

Rivert 3.58

(a) Imldw1

(b) Culdw2

0.03957 0.03997

USL

Characteristic Value

Average: 0.039753
Standard Deviation: 0.000060841
Cp: ----
Cc: ----
Cpk: 1.19
Def. Rate: 120 dpm
Z-Score (short-term): 3.67
Sigma Level: 3.67

0.03936 0.03997

USL

Characteristic Value

Average: 0.039517
Standard Deviation: 0.000052407
Cp: ----
Cc: ----
Cpk: 2.88
Def. Rate: 0 dpm
Z-Score (short-term): ----
Sigma Level: ----

(c) Rilat

Fig. 5 Comparison of Imldw1, Culdw2 and Rilat at

initial optimum design and robu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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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4 를 각 성능지수 별로 비교하여 과 같Fig. 6

이 나타내었다 기존의 최적설계로 얻어진 최적해의.

 중 제약조건을 위배하였던 성능지수의 가

모두 이상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 그 외 다른2 
의 변동성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고찰3.4

자연공차 혹은 제품 특성치의 변이에 대한 규

격공차 또는 허용치의 비율로 정의되는 공정능력

지수는 제품이 규격범위 밖의 특성치를 가질 확

률 또는 불량률의 척도로 활용(6,7,13)되고 있다 특.

히, 는 공정 중 개발양산 직전 툴의 변경 또,

는 설비변경과 같은 중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공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평균과 규격과의 차

이와 단기간의 우연적 변동 등을 고려한다 실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가 이상이면 즉1.67 ,

시그마 수준으로 이상으로 공정을 안정적인 상5

태로 판단하고 양산을 시작한다.
(14)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생산공정에서 도입하여 운

영 중인  개념을 철도차량 현수장치의 최적설

계에 도입하였다 현수장치의 탄성계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요 성능지수의 변동성을 로 환산

하고 이를 목적함수로 다루었다 따라서 식 와, . , (4)

같은 식스시그마 강건최적설계 정식화를 통해 각

성능지수의 변동에 대하여 목적함수의 변동성이

가장 적은 강건 최적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제약조건으로 설정한, 

≥는 목적함수의

시그마 수준을 으로 가정한 것이며 설계조건에6 ,

따라 제약조건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현수장치의 탄성계수

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목적함수의 변동성을 최소

로 하는 강건최적해를 생산현장에서 품질 지수로

적용되고 있었던 공정능력지수를 도입한 식스시

그마 강건최적설계기법으로 구하였다.

설계변수의 확률변동에 따른 목적함수와 제(1)

한조건의 평균과 변동을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테일러 전개를 이용한 표준편차 근사화 방법과

공정능력지수를 기반으로 한 식스시그마 강건최

적설계기법을 제시하였다.

철도차량 성능지수에 대하여 기존의 반응표(2)

면모델과 최대 최소방법으로 구한 최적해의- 

중 일부가 제약조건  을 위배하였다2 .≥

식스시그마 강건최적설계 기법을 통하여 초(3)

기 최적해에서 제약조건을 위배하였던 성능지수

의 가 이상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 그 외 다2

른 의 변동성도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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