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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철도차량은 최고속도 이상의 고속화 300km/h 

및 대용량화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특히 년 프. , 2007

랑스 고속열차인 는 최고 시속 이상에 TGV 570km/h 

도달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급 차세대 고속열400km/h 

차 및 최고운행속도 급의 층 고속열차 등에 300km/h 2

대한 개발이 추진중이다 이와 같은 철도차량의 고속. 

화 및 대용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차량 경량화는 

필수적인 요구조건이다 대차의 경우 전체 차량무게. 

의 약 를 차지하는 고중량 부품이다35%~40% . 

이러한 대차의 무게 중 대차프레임의 경우 대차 , 

전체 무게의 약 정도를 차지한다 대차프레임20% . 

의 경량화는 에너지 비용 및 선로유지보수비용 절

감에 기여하는 기술 이다(rail-friendly technology) .(1~4)

현재 한국철도연구원에서는 유리섬유에폭시 복합/

소재를 이용하여 도시철도용 경량 복합소재 대차프

레임을 개발 중이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금속대 . 

대차프레임을 복합소재로 대체하여 약 경량화33% 

를 달성하였다 특히 복합소재를 적용할 경우 경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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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무현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철도차량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특성 해

석과 시험을 수행하였다 복합소재 대차에서 윤축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고무부싱의 강성을 에. 10MN/m

서 까지 단위로 변화시키면서 차량 동특성을 해석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고무100MN/m 10MN/m . 

부싱의 강성이 이상에서는 성능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 강40MN/m . , 81MN/m

성을 갖는 고무부싱을 제작하여 대차에 설치하고 주행 동특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임계속도는 . 

약 로 나타났으며 주행 해석에서 얻은 와 약 의 오차를 보였다363km/h , 330km/h 10% .

Abstract: In this study, a vehicle dynamic analysis and roller rig test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a suspensionless composite bogie to railway vehicles. A vehicle dynamic analysis was carried 

out under different rubber bushing stiffness values. The stiffness of the rubber bushing that plays a role in 

guiding wheel sets was varied in the range of 10-100 MN/m, in 10-MN/m steps. Based on the results, the 

composite bogie with a rubber bushing stiffness of more than 40 MN/m satisfied the design requirements. In 

addition, a rubber bushing with a stiffness of 81 MN/m was fabricated, and a roller rig test was performed.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vehicle equipped with the composite bogie had a critical speed of 363 km/h, 

which agreed with the simulation result within an error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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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뿐만 아니라 대차프레임을 현가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기존 금속프레임에 필수. 

적인 차 현가장치를 제거할 수 있어 구조의 단순1

화 및 추가적인 경량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렇게 대차프레임에 현가장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서는 프레임을 유연하면서 구조강도를 만족하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현가장치가 없는 무현가 형. 

태의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경우 차축과 연결을 

위해 기존과 다른 축상체결장치가 필요하다 이 축. 

상체결장치에는 윤축을 가이드 할 수 있는 고무부

싱이 삽입되게 된다 이러한 윤축 가이드용 고무부. 

싱의 특성치는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을 장착한 철도

차량의 주행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윤축 가이드용 고무부싱

의 강성 변화에 따른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을 장

착한 철도차량의 동적거동을 고찰하였다 또한. . 

해석에서 도출된 고무부싱 강성을 갖는 축상체결

장치를 제작하여 대차에 설치하고 주행동특성 시

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고무부싱 강성에 따른 동특성 평가2.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유연체 모델링2.1 

은 윤축과 축상체결장치가 체결된 복합소Fig. 1

재 대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복합소재 대차에서 복합소재 프레임의 유연한 

효과를 모델링에 반영하기 위해 모드좌표(modal 

를 이용한 부분모드 합성법coordinate) (component 

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몇 개의 mode synthesis) . 

적절히 선정된 변형모드만으로 물체의 탄성변형

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부분모드 합성법은 정적모드와  

정규모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유연체 효과

를 구현하였으며 이때 사용되는 모든 모드는 서 , 

 

Fig. 1 Composite bogie assembly

로 독립성을 갖도록 직교 정규화 되었다. 

모드좌표는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고유치

해석을 통해 얻었다 복합소재 대차프레(eigenvalue) . 

임의 차 고유치와 모드형상은 에 나타냈다1-4 Fig. 2 . 

차 모드는 사이드빔의 방향 굽힘모드 차 모드는 1 z , 2

크로스빔의 방향 굽힘모드 차모드는 사이드 빔과 x , 3

제동브라켓의 방향 굽힘모드 및 차 모드는 사이드 z 4

빔의 방향으로 굽힘모드였다 복합소재 대차프레임x . 

의 구속모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축상체결장치와 

공기스프링이 체결되는 부분을 강체 연결요소(rigid 

로 모델링하였으며 총 개의 강체요소로부coupling) , 13

터 개의 구속모드가 생성되었다78 . 

고무부싱의 강성 도출2.2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소재 대차는 , 1

차 현가장치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차축 베어. 

링과 축상체결장치 사이에 고무부싱이 (axle box) 

포함되어 차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은 . Fig. 3

1st Mode : 35.84Hz 2nd Mode : 64.35Hz

3rd Mode : 82.15Hz 4th Mode : 86.74Hz

x

y

z

Fig. 2 Eigenvalues and mode shapes of the composite 
bogie frame

Axle boxWheel set

Composite bogie

Fig. 3 Composite bogie equipped with an axle box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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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le box

Rubber bushing
Bearing cover

Fig. 4 The axle box assembly

(a) Radial stiffness (b) Lateral stiffness

F

F

Fig. 5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rubber
bushing stiffness prediction

축상체결장치가 체결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과 

윤축을 보여준다. 

는 고무부싱이 조립되는 축상 박스 내부Fig. 4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에서 알 수 있듯이 . Fig. 4

고무부싱은 축상체결장치와 베어링 커버 사이에 

압입되어 설치된다.

차량 동역학 해석을 위해 복합소재 프레임에 대

한 유연체 모델링 후 축상부에 삽입된 고무부싱의 

강성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시 초탄성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응력 변형률 관계는 안정성이 , -

비교적 높은 네오 후키안 모델을 사용- (Neo-Hookean) 

하였다. 

는 고무부싱의 강성을 얻기 위한 유한요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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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dial and lateral stiffness values of bushing

Flexible bogie frame

Bogie assembly Vehicle assembly Car body

Track irregularity

Fig. 7 Vehicle modeling for the multi-body dynamic 
analysis

소 모델의 경계조건이다 고무부싱의 반경방향 . 

강성을 구하기 위해 베어링 커버 내부의 모든 , 

자유도를 구속하고 하우징에 수직방향 변위를 , 

가하였다 반면 고무부싱의 횡방향 강성은 하우. , 

징을 고정하고 베어링 커버에 횡방향 변위를 가, 

하여 측정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예측된 고무부싱의 하중-

변위선도는 과 같다 하중 변위선도에 근거Fig. 6 . -

한 고무부싱의 반경 방향 및 횡방향 강성은 각각 

와 이었다 이 결과로부터 횡방81MN/m 6.6MN/m . 

향 강성은 반경방향 강성의 약 수준이었다1/12 . 

이를 근거로 고무부싱 강성에 따른 차량 동역학 

해석에서는 고무부싱의 반경방향 강성을 10MN/m 

에서 로 간격으로 변화시키고100MN/m 10MN/m , 

횡방향 강성은 반경방향 강성의 수준으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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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ritical speeds under different rubber busing 
stiffness values

Fig. 9 Ride Index according to rubber bushing 
stiffness variation

설정하였다. 

차량 동역학 해석2.3 

은 복합소재 대차를 장착한 철도차량의 Fig. 7

차량 동역학 해석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들을 나

타낸 것이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연체로 . Fig. 7

모델링된 대차프레임 대차 조립체 차체 선로 , , , 

불규칙 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차량 동역학 해. 

석은 총 자유도를 갖는다284 . 

은 고무부싱의 강성변화에 따른 임계속도의 Fig. 8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본 해석에서는 속도를 .  

부터 증가시키면서 임계속도에 큰 영향을 미70km/h

치는 답면 구배 를 신조차륜 에(tread inclination) 0.05( )

서 마모가 심한 상태의 까지 변화를 주며 해석을 0.4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차륜의 마모가 진행되어 가면. 

서 즉 답면 구배가 증가됨에 따라 임계속도가 저하, 

되고 고무부싱의 강성이 증가하면서 임계속도 역시 , 

증가하였다 신조 차륜조건에서 고무부싱의 강성이 . 

가장 낮은 에서 임계속도는 약 이고 10MN/m 310km/h

강성이 가장 높은 에서는 100MN/ m 351km/h 

Fig. 10 Wheel unloading ratio according to rubber 
bushing stiffness variation

였다 마모차륜조건에서 고무부싱의 강성이 가장 낮. 

은 에서 임계속도는 약 이고 강성이 10MN/m 113km/h

가장 높은 에서는 였다100MN/m 171km/h . 

승차감의 경우 를 ISO/Sperling’s Ride Index(Wz)

적용하여 평가하였다.(10) 차량의 승차감을 평가하 

기 위해서 차체의 가속도 응답이 필요하다 해석. 

에서 승차감 평가를 위한 차량의 가속도는 대차

의 견인장치가 설치되는 차체 바닥부 값을 이용

하였다 은 승차감 지수에 따른 승객이 느. Table 1

끼는 안락감을 의미한다 승차감 지수가 증가할. 

수록 승객에게 주는 불편함은 높아진다 기. ISO 

준에서 정한 합격 기준은 이하이다2.5 . 

고무부싱의 강성 변화에 따른 영차 상태에서 수

직방향 및 횡방향 승차감 지수는 와 같다 해Fig. 9 . 

석결과 고무부싱의 반경방향 강성이 40MN/m (K40)

이하의 조건에서는 기준에서 제시하는 승차감 ISO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열차의 주행 중 윤중 감소가 클 때에 탈선될수 

있는데 이러한 감소된 윤중과 정적윤중의 비를 나

타내는 동적 윤중감소율는 에 정리하였다 동Fig. 10 . 

Ride 
Index(Wz)

Comfort (Vibration sensitivity)

1 Just noticeable

2 Clearly noticeable

2.5 More pronounced but not unpleasant

3 Strong, irregular, but still tolerable

3.25 Very irregular

3.5
Extremely irregular, unpleasant, annoying; 

prolonged exposure intolerable

4
Extremely unpleasant; prolonged exposure 

harmful

Table 1 Ride evaluation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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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윤중감소율의 경우 이하여야 하는데 모든 고0.8 

무부싱 강성조건에서 만족하였다 은 각각 고. Fig. 11

무부싱의 강성에 따른 동적 탈선계수를 나타낸 것

이다 동적 탈선계수 역시 모든 고무부싱 강성조건. 

에서 기준인 이하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 동0.8 . 

적 윤중 감소율과 탈수계수의 경우 강성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무부싱 제작 및 주행성능평가3. 

고무부싱 제작 및 시험3.1 

본 연구에서는 이전 고무부싱 강성변화에 따른 

복합소재 대차를 갖는 철도차량의 동특성 평가 결

과에 근거하여 고무부싱의 반경방향 강성이 

인 고무부싱 및 시험용 지그를 제작하고 시80MN/m

험을 통해 강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제작된 고무부. , 

싱을 장착한 복합소재 대차를 제작하여 주행동특성 

시험기 를 활용하여 임계속도를 평가하(roller test rig)

였다 는 제작된 고무부싱의 형상을 나타낸 . Fig. 12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고무부싱은 과 같은 . Fig. 13

고무부싱 시험용 지그에 설치하여 반경방향 강성을 

Fig. 11 Dynamic derailment index according to 
rubber bushing stiffness variation

Fig. 12 Fabricated rubber bushings

평가하였다 시험 시 고무부싱의 반경방향 강성을 . 

측정하기 위해 베어링 커버는 지그를 이용하여 고

정하고 하우징에 수직하중을 가하였다 는 , . Fig. 14

시험을 통해 얻은 반경방향 하중 변위 선도이다 하- . 

중 변위 선도로부터 고무부싱의 횡방향 강성은 약 -

로 목표로 했던 강성치와 잘 일치하였다81MN/m .  

제작된 고무부싱을 장착한 대차에 대한 주행동

특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와 같이 전위 Fig. 15

Fig. 13 Stiffness measuring test of the rubber b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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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Wheel and rail contact at the speed of 363km/h

대차는 복합소재 대차를 후위 대차는 더미 대차

를 설치하였다 시험 시 차륜과 대차프레임에 변. 

위센서 및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주행시험 중 

발생하는 수직 및 횡방향 변위와 가속도를 측정

하였다.   

시험 시 주행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차륜세트의 

횡방향 변위를 고찰하였고 본 시험은 신조차륜, 

조건 하에서 수행되었다 은 주행동특성 . Fig. 16

시험에서 얻어진 주행속도 와 차륜세트(Fig. 16(a))

에서 측정된 횡방향 변위의 이력이다 시험 시 . 

주행속도 약 에서 차륜세트의 횡방향 변363km/h

위가 급격히 증가하여 레일부와 플렌지 접촉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험차량의 임계속(Fig. 17). , 

도는 약 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부싱의 363km/h . 

강성이 일 때 다물체 동역학 해석에서 80MN/m , 

얻은 임계속도 와 비슷하였다330km/h .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하여 

기존 금속재 대차프레임을 경량화하고 대차프레, 

임에 현가장치 기능을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무. 

현가 대차 구조를 도출하고 무현가 대차용 축상, 

체결장치에 적용되는 차축 가이드용 고무부싱의 

특성치 변화에 따른 주행성능을 평가하고 시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축상체결장치에 체결되는 고무부싱의 경우 (1) 

반경방향 강성이 이상에서 설계요구조건40MN/m 

을 만족하고 승차감 탈선계수 등 철도차량의 주, , 

행성능을 항목에 근거할 경우 약 가 최적40MN/m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제작된 강성 (2) 81MN/m

의 고무부싱을 이용한 주행동특성 시험에서 복합

소재 대차를 체결한 철도차량의 임계속도는 약 

였다363km/h .

이것은 무현가 복합소재 대차프레임가 고속(3) 

철도차량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고속철도차

량의 경량화를 통한 에너지 저감 및 선로마모 저

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을 통해 측정된 최대 임계속도는 차량 (4) 

동역학 해석에서 예측된 최대 임계속도 330km/h

와 약 의 오차정도로 잘 일치하고있었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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