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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철도차량은 별도의 조향장치 없이 차륜의 답면

구배에 의해 조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곡선구간

에서 소음과 차륜/레일의 마모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철도의 휠셋(wheelset)은 좌우차륜이 한 축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까지 약 150 년 동안 철도차량에 적용되

어왔으며 차륜의 답면구배의 형태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제
안되고 있으나 그 목적은 철도차량의 주행안정성 및 조향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

로는 주행안정성과 조향성능은 서로 대비되는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동역학적/기구

학적 해결방법은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철도차량은 주행안정성을 우선시하여 설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철도차량의 조향성능은 다소 미흡한 실정

이다. 
해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링크방식에 의한 자

기조향대차를 상용화하여 틸팅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고 있
다 [1]. 또한 기존 철도차량이 갖고 있는 기계적 한계를 극
복하고자 능동제어 기술을 가미한 능동대차기술이 해외에

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기존 철도차량이 갖고 있
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국내 전동차의 주행시에 나타나는 
윤축의 거동을 분석하고 향후 조향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
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두차량

의 전두대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후윤축의 횡방향 거동 및 
요(yaw)각도와 후미차량의 후미대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후

윤축에 대하여 횡방향 거동 및 요(yaw)각도를 계측하여 그 
특성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2. 윤축의 주행특성 분석을 위한 계측 방법  

전동차의 사행동 및 곡선부 추종성능을 간접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동차 주행시 나타나는 윤축의 거
동을 계측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의 윤축 거동으로는 윤
축의 횡변위와 윤축과 레일과의 상대각인 공격각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된다. 윤축의 횡변위는 전동차의 사행동 및 
곡선부 추종성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각은 
곡선부 추종성능과 함께 차륜 또는 레일이 받는 횡압을 간
접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공격각은 차륜/레일의 마
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격각을 줄이면 차륜/레일

의 마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전후 윤축의 공격각

이 ‘0’이 되면 차륜/레일의 횡방향 크립력(creep force)만으로 
곡선부 추종시에 발생하는 원심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주행속도에 따른 캔트(cant)가 부족한 경우에는 윤축이 외
궤쪽으로 미끄러져 플랜지(flange)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 

윤축의 횡변위 및 공격각은 윤축의 길이 및 궤간이 일
정하기 때문에 차륜과 레일의 상대변위 및 상대각을 측정

하면 궤간 중심에서 윤축의 위치 및 자세를 계산할 수 있
다. 그러나 차륜과 레일의 상대변위 및 상대각을 측정하는 
것은 센서선정 및 부착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윤축과 대차의 상대변위 및 상대각을 계측하여 
간접적으로 윤축의 주행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전후 윤축의 거동을 계측하기 위하여 Fig. 1 과 같이 전
후 윤축의 좌우 차륜에 횡변위 측정을 위한 변위센서와 공
격각 측정을 위한 변위센서를 부착하였다. 변위센서로는 
Omron 사의 레이저 센서(ZX-LD100L)을 사용하였으며 센서

의 분해능은 16μm 이다. 
대차와 윤축의 상대각은 주행방향으로 좌우차륜에 부착

된 센서로부터 계측되는 변위 값의 차를 각도로 환산하여 
구할 수 있으며 대차와 윤축의 상대 횡변위는 좌우차륜에 
부착된 센서의 평균값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 때 Fig. 1
에서 볼 수 있듯이 횡변위를 계측하기 위한 레이저센서를 
윤축을 중심으로 앞뒤로 부착하여 윤축의 요운동에 의한 
횡변위 센서의 기구학적 오차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계측실험  

Fig. 2 는 본 연구에서 전동차 주행특성 분석을 위해 계
측한 쉐브론(Chevron)형 대차시스템이다. 쉐브론형 대차시

스템은 고무스프링의 수직방향, 길이방향, 횡방향 강성을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국내 전동차에 널리 쓰이는 대
차시스템이다. 또한 고무스프링 자체의 감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ig. 3 은 윤축의 상대변위 및 상대각 계측을 위하여 레
이저 센서를 부착한 모습니다. 윤축의 길이방향 계측을 위
하여 반사판을 대차에 부착하고 변위센서를 저널박스

(journal box)에 부착하였다. 횡변위에 대하여서는 저널박스

에 취부된 레이저 센서가 반사판 없이 대차 프레임을 직접 
계측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대차하부에는 차륜과 레일의 접
촉점에 근접하도록 마이크를 설치하여 차륜과 레일의 접촉

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실험장치가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윤축의 상대변위를 
계측을 통한 주행특성에 대하여만 분석하도록 한다. 윤축

의 상대변위 및 공격각은 실제 전동차가 노선을 주행할 때 
계측하였으며 차량의 주행속도는 별도의 타코미터를 취부

하여 함께 계측하였다. 
Fig. 4 는 전동차가 곡선반경 R300(m), 캔트 C120(mm)인 

곡선구간을 주행할 때 전두차량의 전두대차에 장착되어 있
는 윤축과 대차의 상대변위 및 상대각을 계측한 것이다. 
Fig. 4(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륜축과 후륜축의 상
대변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후륜

축은 곡선부에서 대차와 상대변위가 발생하지만 전륜축은 
곡선부 진입 및 진출시에만 상대변위가 발생하고 원곡선에

서는 상대변위가 거의 없다. 이는 일차현가장치의 강성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윤축이 조향부족을 겪기 때문에 발생하

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두차량의 전두대차에 부착

되어 있는 전륜축은 철도차량에서 가장 먼저 곡선부와 만
나기 때문에 다른 윤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좌우윤축의 
크립력이 크게 발생하며 공격각 또한 크다. 

윤축과 대차의 상대각은 Fig. 4(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륜축은 대차와의 상대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륜축은 약 0.015o 의 상대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륜축의 상대각과 후륜축 상대각의 차이를 두 윤축이 곡선

노선의 원점과 이루는 각도와 비교를 하면 전후 윤축의 공
격각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전후 윤축의 공격각의 차이가 
적을수록 차륜이 받는 횡압이 줄어들게 된다 [3]. 곡선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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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00m 일 때 전후 윤축이 받는 횡압이 최소화되기 위해

서는 두 윤축의 상대각이 약 0.4o 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계측 값과 비교하여 볼 때 전후 윤축의 공격각 차
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륜이 받는 횡압이 매
우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 5 는 곡선반경 R300(m) 캔트 C153(mm)를 전동차가 
주행할 때 후미차량의 후미대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후 윤
축과 대차의 상대변위 및 상대각을 계측한 것이다. Fig. 4 의 
전두차량 전두대차의 경우와 달리 상대횡변위는 전후 윤축

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미차량 후미대차의 
경우에 곡선추종 성능이 전두차량 전두대차보다 상대적으

로 좋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철도차량의 동역학적 측면

에서 보면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윤축

의 공격각 차이는 Fig. 4 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동차 주행 중에 발생하는 윤축과 대차

의 상대변위를 계측하여 전동차의 곡선부 추종성능을 간접

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두대차의 전륜축의 경우 조향성능이 
부족하여 공격각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변위 또
한 차륜답면구배를 이용한 조향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것
으로 판단된다. 후미대차 후륜축의 경우, 전두대차 전륜축

에 비해 곡선부 추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으나 여전히 조
향성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축의 위치에 상
관없이 전후 윤축의 공격각의 차이가 상당히 크며 이로 인
해 각 대차의 전륜축이 받는 횡압이 후륜축에 비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곡선부 주행시 전륜에 의한 
소음 및 마모가 후륜에 비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동차의 대차시스템은 주행안정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조향부족의 형태로 설계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조향성능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계측을 통하여 소음 및 
마모, 윤축의 주행특성에 대한 관련성 규명을 위한 모니터

링을 시도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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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nsor position for measuring the relative displacements and 

angles between wheelsets and bogie 
 

 
Fig. 2 Chevron rubber spring type bogie system for an urban 

railway vehicle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the relative behavior of the 

wheelset from a b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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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behavior of the wheelsets in the first bogie (a) 
lateral displacements, (b) yaw angles and (c) running 
velocity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3

-0.2

-0.1

0.0

0.1

0.2

0.3

R
el

at
iv

e 
La

te
ra

l D
is

pl
ac

em
en

t (
cm

)

Time (sec)

 leading wheelset
 trailing wheelset
 low pass filtered data
 low pass filtered data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03

-0.02

-0.01

0.00

0.01

0.02

0.03

0.04

0.05

R
el

at
iv

e 
An

gl
e 

(d
eg

re
e)

Time (sec)

 leading wheelset
 trailing wheelset
 low pass filtered data
 low pass filtered data

 
(a)                         (b)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

25

30

35

40

45

50

Ve
lo

ci
ty

 (k
m

/h
)

Time (sec)  
(c) 

Fig. 5 Relative behavior of the wheelsets in the last bogie (a) lateral 
displacements, (b) yaw angles and (c) running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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