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현재 전 세계에서 철도차량을 개발 생산해 오고 있는 국

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고속철도와 같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의 개발이전에는 전통적인 경험과 기존 공학

기술로 적용이 가능한바 있었다 그러나 철도의 고속화와.

경량화가 추구되면서 차량의 주행안전성과 승차감이 중요

한 이슈가 되었다 이후 차량의 동특성문제는 차량개발시. ,

마다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동특성문제를 접근.

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소형으로 차량을

제작 실제 차량의 주행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차실험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축소차량에 대한 모델실험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실차실험에 비해 물리적 정밀도에. 1:1 ,

있어서 부족한 면이 발생하긴 하나 소규모 실험실 공간에,

서 실험비용과 경비를 절약하면서 또한 실차모델 부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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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경우에는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때에는 제작된 축소모델이 원래의 실차와.

동역학적인 물성치가 물리적으로 등가가 되도록 상사법칙

을 활용한다 해외의 여러 철도차량 연구기관에서도. 1:3,

등 축소모델 실험 장치를 개발하여 필1:4, 1:5, 1:6 1:n

요한 실험평가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외국에서 철도차량을 실험실에서 모의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그룹 유MMU ,

럽 의 차량 실험동 독일 프랑스 미국INRETS , DB, SNCF,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의 대학FRT, NRC, VRC, Torino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실차모델과 함께 축소모델실험장치.

등을 일부 가동하고 있다 가동하고 있는 소형시뮬레이터.

모델은 규모로 차량을 축소하는 장치가 일반적이다1:n .

관련 학계에 발표되고 있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계목적에,

따라 모텔별로 구현 가능한 실험항목이 존재하며 소형시뮬,

레이터의 운용결과는 설계된 사양에 관한한 실차에서 획득,

되는 데이터와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소형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적 접근방법은 실험장치의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실험항목을 올바로 규정하기만 하면

철도차량의 동특성해석을 구현시키는 유용한 장치로 자리

를 잡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사기법을 이용한 차량시뮬레이터 기초 설계
Preliminary design of a scaled railway vehicl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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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s to develop a foundation design for a railway vehicle simulator using a scaled model. Although a

scaled simulator is limited to manipulate the dynamics of a full-size railway vehicle, it has been known to have an

advantage, since a scaled model could provide the fundamental dynamic behavior within a limited space of a

laboratory facility and with a low operation cost while an experiment is conducted.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sign strategy for a simulator so that a small scaled roller rig could be fabricated in a laboratory based on the

design philosophy. The data obtained from the scale model is also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conjunction with

appropriate non-dimensional analysis so that the output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to the railwa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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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뮬레이터 개발 개요2.

개발의 필요성2.1

본 연구에서 개발코자 하는 목표는 철도차량의 탈선과

직접관련이 있는 차량동역학 현상을 실험 측정하는 계측시,

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시스템은 차량과 차량주행을 모사.

할 수 있는 구동장치의 설계 제작가공 계측기 설치 실험, , ,

데이터 획득 장치 등을 포함한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은 실제 차량과

동일한 물리적 제원으로 실험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량의 물리적 크기가 무게는 여 톤30-40 ,

길이는 여 로 여타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20 m ,

운 구조물이고 길이 또한 장대하다 실차차량을 이용한 실.

험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나 실제 차량의 동특성 실,

험을 수행하기에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즉, . ,

실차실험을 위해서는 실물크기에 준하는 물리적 대형 실험

공간 육중한 하중을 구동시키는 대단위의 실험설비 그리, ,

고 실험과정에서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실차실험에서 등장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대체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실험기법이 축소된 차량을 이용한 소형 시

뮬레이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시스템은 실.

차의 크기를 일정 비율로 축소 한 후 실험과정에서 계측된,

신호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공학에서 개발된 상사모의기법

의 이론을 적용 물리적으로 축소된 모델에 대한 물성치를,

보정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축소모델의 상사이론 개요2.2

상사법칙과 축소와 관련된 문제는 비례축소 모델부터 실

제 스케일 모델까지의 실험적 결과들의 변환에 대해 특별

한 관심이 있다 초기 상사법칙의 적용은 레이놀즈에 의해.

만들어진 점성 유체와 관련된 문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의 상사법칙 문제는 유체역학 항공역학 화학공정역, ,

학 기계공학의 설계 작업등의 공학문제에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사이론에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연구자들은 몇 가지의 무차원 그룹을 확립하는

방식의 치수 계산방법을 이용하였다 다른 방법으로는 운동.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후에 축소 인자들을 각각 상사성이

유지되는 공통된 것들로 분류한다.

재료의 물성치의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고 또한 하중 조건 또한 상사성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 철.

도는 알루미늄 휠과 롤러들을 사용하며 일본 마츠시다 은( )

철재를 사용하고 또 한편에서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비록.

모두 금속 휠과 레일을 사용하더라도 세 가지 예에서 각각

다른 접근 방법과 다른 하중 조건이 작용하게 된다.

축소된 시뮬레이터 모델은 실험단위에서 실차의 동역학

특성을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장치이다 따라서.

모델은 실험을 편하고 재현성 있게 진행하면서 실차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변화량을 감안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

어야 한다 실험실 모델로 운용되므로 실차대비 운영경비. ,

의 절감 효과도 가지게 된다.

축소모델 이론은 의 상사성 이론에 바탕을 두Reynolds

고 있다 동역학 특성과 재료의 물성치가 정의되면 상사이.

론을 통해 물리적 현상의 등가이론이 정립될 수 있다는 것

이 상사이론의 개요라고 할 수 있다 상사모델은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목적에 적용된다.

모델의 검증과 평가․
대차 개발과정에서 동특성 현상의 기초 연구․
철도 차량 동역학의 교육과 Demo․

차륜과 레일간 발생되는 접촉력 변화는 차량의 헌팅 현

상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최초로 개발된 독일 의. DLR

축소모델로부터 차륜 레일간의 동특성에 대한 모델링과-

실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일반적인. ,

축 모델은 년에 개발되었다2 1992 .

롤러의 구성(1)

초기에 개발된 축소모델의 롤러는 의 두께를 가진20mm

튜브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튜브 끝에는 레일. UIC 60

의 축소모델을 본뜬 디스크가 연결되어 있다 롤러의1/5 .

직경은 이고 레일 게이지 의 축소360mm , (1435mm) 1/5

모델인 에 해당되는 길이를 가지고 각각의 디스크287mm

가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제작된 롤러는 비틀림에 대한 강.

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롤러의 회전 관성 모멘트 역시 큰 값을 가지므로 롤

러의 회전속도의 오차 영향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롤러와 롤러간 거리는 대차 모델의 차축에 해당된다 실.

차에서 대차의 차축 길이가 에서 사이2000mm 2800mm

에서 변화하므로 롤러간 거리는 에서 가, 400mm 560mm

되도록 설계된다 이 거리를 가변으로 유지하는 장치는.

이 사용되고 있다Schmidt-Coupling .

모터의 축은 종방향으로 정해진 강성을 가진 벨트에 연

결되어 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이빨모양의 벨트가.

사용되며 최저속도 에서부터 최대속도 에서, 0 900U/min

으로 운동한다 이 값은 실차로 환산하면1100U/min .

에서 에 해당된다140km/h 168km/h .

대차모델의 구성(2)

차량의 동특성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는 대차는

질량과 회전관성 값이 축소비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대차의 설계 시에는

축 베어링과 개의 질점을 연결하는 경량의 틀 구조물4․
축의 캠버각을 조절할 수 있는 틸팅 운동을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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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질점으로 설계

두 개의 차륜으로 구성된 각각의 틀 구조물은 조인트․
로 연결(homokinetical)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에는 몇 가지 연결 조건이 등장․
를 고려하여야 한다.

철도 차량의 동특성 현상Fig. 1

해외 차량시뮬레이터 모델 비교3.

영국 멘체스터 대학의 소형시뮬레이터3.1

설계 목적(1)

영국 멘체스터 대학 의 철도기술 연구팀은 일반(MMU)

적인 철도차량의 서스펜션 설계의 위치 개선 방안을 연구

하고 있다 에서 운영하는 소형시뮬레이터의 주요 문. MMU

제점은 차륜과 레일 사이에 정확하게 접하여 발생하는 접

선 방향의 힘에 대한 정밀하고 재현 가능한 구현에 있다.

이 힘은 접선 방향에 강한 영향이 있으나 차량에 수직방향

으로 작용하는 거동에는 적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복.

잡한 현상을 가능하면 쉽게 풀기 위하여 구동부는 윤축과

롤러들의 요 현상과 측면의 움직임에 대하여만 고려(yaw)

하도록 설계되었다 대차 와 차체는 추가적으로 수. (Bogie)

직방향으로 움직이며 구르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거동에 자

유롭게 하였다.

시스템의 구성(2)

고속차량의 서스펜션이 조사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250

의 상사된 속도로 구동을 하게 된다 구동은 전기 모mph .

터와 구동 컨트롤러를 통해 각각의 롤러 샤프트에 연결된

벨트와 풀리를 가동하여 이루어진다 에서 운영하는. MMU

소형시뮬레이터에 따르면 윤축의 각각에 위치한 롤러들은,

안전한 연결을 위하여 스플라인과 후크 조인트 샤프트

에 의해 연결된다 트랙을 벗어나는(Hooked joint shaft) .

불규칙한 운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롤러가 측면방향으로

움직이고 수직 축선 주위로 회전하는 것을 적용한다 이러.

한 움직임은 디지털 컨트롤러에 의한 서보 유압 엑츄에이

터에 의해 공급되고 정해진 파형 또는 일정한 데이터에 따

라 제어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구동부가 차량이 운동하.

는 종류에 따라 쉽게 변경 가능해야 한다.

롤러 장치 는 압전형 가속도계 및 변위 센서를 설치(Rig)

하여 차체의 움직임을 측정한다 스트레인 게이지 형의 외.

력 측정 센서는 롤러 샤프트의 끝에 고정한다 이러한 방법.

을 이용하여 차륜과 레일에 작용하는 측면부의 힘 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 계측기에 대한 신호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

버터와 와 연결된 소프트웨어에 입력된다PC .

활용(3)

롤러 장치는 일반적으로 차륜과 레일의 내구성과 서스펜

션 설계 그리고 독립적인 차륜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량

의 다양한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각종 능동.

또는 반능동 서스펜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구동부가 회전하는 거동의 몇몇 조건을 만족하도록 개선되

는 것이 좋다.

캔트의 결함 혹은 과잉은 롤러 프레임의 기울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고정된 번경 커브의 정상상태.

의 회전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나 그 다음 단계에서는 Yaw

현상과 동적 커브 테스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동적 틸팅

각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중요한 과제는 축척과 롤러. ,

레일 위의 거동 간의 서로 다른 조건에 기인하는 롤러 rig

의 원천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줄여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연구되고 있다. .

독일 의 소형시뮬레이터3.2 DLR

설계 목적(1)

독일 의 동적 시스템은 년대 초 다물체 모델링DLR 1970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철도 차량 동역학을 위한 시뮬레이

션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발전하였다 특히 차륜 레일의 비. -

선형 거동을 하는 차량들의 차륜 연구되었는데 그 실험은,

주기적인 해를 가진 시스템 방정식 응답의 분기로부터 발

생되는 역학적 반응을 예측하고 모델링하는데 있었다 따라.

서 축척된 롤러 장치와 축척된 대차 모델은 설계 검증과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측정 하였다.

년부터 의 대차 로부터 축소 축척된 데1984 MAN (bogie)

이터의 축척 대차 의 설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bogie) .

구를 통해 기초적인 지식과 차륜 레일 동역학의 요소를-

획득하였다 대차 모델의 제한적 사이클 거동의 연. (bogie)

구 이후에는 고정되지 않은 윤축의 기초 연구를 하였고

년에 시작되었다1992 .

시스템의 구성(2)

시험대는 구동체를 이루는 각각 두 롤러들 의 두(20mm

께를 가진 튜브 에 의해 구성된다 튜브의 끝부분은 디스크) .

와 연결되어 있고 레일의 스케일의 측면도를UIC6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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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성되었다 롤러의 지름은 이며 이에 반해. 360mm

디스크의 간격은 트랙 게이지 에 상응하(1435/5=287mm)

게 축척되었다 이런 종류의 롤러 설계는 높은 비틀림 강성.

을 공급하고 회전방향 속도의 교란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

는 많은 양의 관성 모멘트를 가지는 롤러와 결합되어 이상

적인 트랙 거동을 구현한다.

두 롤러의 간격은 대차 모델의 차륜 간격과 같(bogie)

다 이 간격은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변화. 400mm~560mm

하며 이것은 실제 스케일의 대차 의 차륜의(bogie) 2000

에 적용한 것이다 롤러 간격의 변화는 평행mm~2800mm .

크랭크 메커니즘에 의해 공급되며 이것을 Schmidt-

이라고 한다Coupling .

롤러는 세로방향에 대해 강성 조건을 가진 벨트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컨트롤러의 디스크 모터에 의해 구동된DC

다 롤러의 회전 속도는 차륜 모델의 구름 저항에 의존하고.

사이에 위치하여 실제 모델에서는900U/min~1100U/min (

부터 최고치까지 연속적으로 변화140km/h~168km/h) 0

할 수 있다 이 롤러는 레일의 모양이나 트랙 게이지를 변.

화하기 위해 원추 형태로 분해하거나 다시 조립이 가능하

다.

활용(3)

축소 차륜의 주행거동 동적 상사와 관련된 스케일 인자,

들에 대한 축소 실제 크기의 차륜에 대한 동적 유사성에,

의해 스케일 된 차륜 모델의 혁신적인 윤축 설계 연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스케일의 일반적인 차량들에 적용된. 1/5

두 축은 고전적인 강체에 대비된 독립적인 회전이 가능한

휠의 윤축과 캠버 휠을 가진 윤축 성능이 좋은 부품들로,

토크 컨트롤이 향상된 윤축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차량은 가볍고 변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미 연구가 진행 중이며 평가 방법은 비선형 수학,

증명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설계는 질량들의 스케일 값과.

경계조건에 의한 관성 모멘트를 고려한다 그러나 관성 모.

멘트의 정확한 조절을 위해 질량이 바뀜에 따른 관성 모멘

트의 변화 되도록 하는 추가 질량이 고려된다.

윤차의 설계는 휠 캠버각에 맞추어지는 틸트 모션에 공

급되는 지점 조인트에 의한 차륜 베어링의 가벼운 프레임4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각의 구조물.

에서 가능한 한 캠버각도는 조인트 로 짝지(homokinetical)

어진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인트는 서로 연결이 가능하.

다.

소형 시뮬레이터간의 비교 분석3.3

앞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인 축소모델을 기술하였

고 그 결과 소형 시뮬레이터의 제원을 비교한 표, (Table

는 다음과 같다1) .

각국의 축소모델 설계 비교Table 1

SCALING MMU DLR 비고
??

롤러의 개수

롤러 직경

롤러 간격

개 개 연결4 ,2

마주보기식

0.25m

0.4m ~ 0.6m

개 비틀림2

강체

0.36m

0.4m ~ 0.56m
특징

최대 속도

active steering

차륜 구동

접촉력 측정

트랙 요철

실제 차량

게이지 변화

곡선부

소음

임계 속도

한계 사이클

400 km/h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부분적

없음

있음

가능

250 km/h

있음

있음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있음

실제 크기 상응

wheelset in

closed loop

creepage

control

편안함

동적 정적,

curving

스퀼 노이즈와

회전 노이즈

선형 응답

비선형 응답

소형 차량시뮬레이터 설계4.

차량 동역학의 상사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으로 차량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 모델은 영국의 모델과MMU

같이 상사의 변수 중 시간단위를 모델로 하는 것이 측1:1

정값의 분석 처리 과정에서 가장 단순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동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물리량인 변위 속도 가속도 단위 모두 상사 단위로, , 1:5

정리 된다 한편 재료의 물성치 역시 시간의 단위와 동일하.

게 사용되므로 밀도나 영율 등은 의 범주에 놓이게 된1:1

다.

이제 철도 차량의 축소모델로 접근하여 보자 길이의 단.

위가 이므로 차량의 질량은1:5 scale  비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회전 관성 질량은 여기에 길이의 자승이 추가되

므로 의 비를 유지하게 된다.

는 시간 축소 길이 축소 모델에서 예Table 2 1:1, 1:5

상되는 실차와 축소 모형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서 제안된 축소비율을 이용하여 실제 차량에 적용한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주어져있는 실제차량의 제원에 대한,

축소모델 비율을 보면 길이 단위는 모두 단위를 만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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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하며 물리적 단위가 질량과 회전 관성질량으로 표

시되는 과정에서 보면  또는  비율로 축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축소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터는 실제 차량이.

의 경우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로 작34ton 310kg

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실차와 축소 모형간의 상관관계Table 2

소형 차량시뮬레이터의 기술적 사양4.1

모터(1)

대형 동력인 경우 속도변속을 위해 기어 박스, (Gear

를 필요로 한다 다만 진동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Box) . ,

로 기어사용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중소형 동력인, .

경우 모터의 속도는 일반전기전원 사용 시 까지, 1750rpm

가능하므로 직경대비 로 축소하였을 경우 이, 1:2 , 900rpm

최고 상승속도가 될 수 있다 이때 상승되는 최고 속도에. ,

서의 실제 속도는 약 수준이다320Km/hr .

시뮬레이터 구동축속도의 상사성Table 3

운동제어 메카니즘(2)

차량 시뮬레이터의 레일 은 의 상하(Rail) ±2mm, 10Hz

운동울 의 좌우운동을 제어해야 한다 그러, ±2mm, 50Hz .

므로 유압장치를 통해서 운동제어 메카니즘을 구현할 경우,

동력을 충분히 발생 할 수 있으나 소음문제와 열 발생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유압장치의 구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채널 당 센서가 개 정도 필요하다 가능한(Channel) 2 .

센서로는 센서 변위측정 등이 있으며LVDT ( ), Load Cell ,

의 변위를 측정해야 한다Vertical, Lateral, Rotational .

예상되는 유압장치 구동 채널은 가진Lateral Actuator,

가진 로 구동하며 필요한 센서Yawing Actuator (Sensor)

로는 보완측적용 가속도 가 있LVDT 3 Set, / Yaw rate–
으며 제어는 불필요하다Frame Vertical .

기초 개념설계4.2

레일과 휠의 개념도(1)

레일과 휠의 개념도는 실제 차량의 스케일로 상사법1/5

칙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시험대의 레일과 축소 차량의,

휠은 실제 제품의 단면형상을 그대로 설계하도록 한다 철.

도차량의 축소 대차 는 시험대의 레일위에 올라타고(Bogie)

있으며 레일 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한다, (Rail) .

상사법칙으로 계산된 레일의 제원은 지름 좌우400mm,

폭 레일 앞뒤간격 이며 휠의 제원은 지름287mm, 500mm ,

좌우 폭 휠 앞뒤간격 이다200mm, 287mm, 500mm .

상사법칙이 적용된 레일과 휠의 개념도Fig. 2

레일 의 종속구조물(2) (Rail)

실제 철도차량은 주행 중 상하운동과 좌우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본 차량시뮬레이터는 레일의 상하 좌우, ,

운동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모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은.

레일은 상하운동 종속구조물과 베어링으로 물려있고 이는,

상하운동을 보조하는 스프링에 의해서 레일의 좌우운동 종

속구조물에 물려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레일의 좌우운.

동 종속구조물는 운동을 보조하는 스프링에 의해서 지지되

는데 좌우의 운동이 동일하도록 설계하였다, .

레일의 종속구조물 개념도Fig. 3

항 목 실 차 축 소 모 델
물리량

변위 속도 가속도, ,

시간

주파수

1

1

1

1/5

1

1
재료비

밀도

영율

포아송 비

마찰 계수

1

1

1

1

1

1

1

1

구동축속도

(rpm)

모델속도

(m/s)

모델시속

(km/hr)

실제시속

(km/hr)
300

500

700

1000

6

10

14

20

21

36

50

72

100

180

25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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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대차 와 시험대(3) (Bogie)

실제 철도차량은 주행 중 레일을 따라서 회전운동이 일

어나기 때문에 본 시뮬레이터는 레일의 구동 중 메인 구조,

물이 회전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레일의 종속구조.

물들을 지지하는 시험대는 회전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

으며 회전운동은 핸들로 수동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치수가 표시되어있다.

축소대차 와 시험대Fig. 4 (Bogie)

결 론

소형으로 철도차량을 축소하는 모델 실험연구는 시제품

제작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대형구조물을 일정

규모의 축척으로 제작 진동 크기를 예측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다 축소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현상을 확인하.

고 구조물의 응답을 예측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비교검증한․
다면 실차의 운용 시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 공학적 수단,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소형 차량을 이용한 실험실 모델의 실험을 바

탕으로 실제 나타난 동적 응답을 규명함으로서 실제 구조

물의 설계 및 내구성 확보에 적용할 수 있다 축소모델의.

실험과 무차원화 운동방정식의 유도 등을 통하여 소형 차

량 동역학에 대한 보다 공학적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산업 현장의 기술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되

며 소형 철도차량의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법

을 개발 제시의 기술적인 성과가 있으며 또한 사회 경제적,

으로 철도차량의 안정성과 신뢰성 평가를 소형차량에 이용

하여 실험하고 재현함으로써 실험비용을 절감하고 상시 실

험이 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

한 결과는 차량의 주행 안정성에 대한 평가 철도 차량 이,

용 승객의 승차감에 대한 평가 레일 차륜간의 마모 특성에, /

대한 이해의 세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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