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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 stability of railway vehicle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railway safety. The 
dynamic simulator has been used in the study about the dynamic stability of railway vehicle and wheel/rail 
interface. Especially, a small scale simulator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undamental study in the laboratory 
instead of full scale roller rig which is not cost effective and inconvenient to achieve diverse design 
parameters. But the technique for the design of the small scale simulator for the fundamental study about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wheel-rail system and the bogie system has not been well developed in Korea. 
Therefore, the research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small scale simulator and the bogie has been conducted. 

As this paper, To predict the dynamic behavior of railway vehicle, we studied running stability test of 1/5 
scaled bogie that similarity laws is applied using small scale derailment simulator. For the operation of the 
small scale derailment simulator,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This could be achieved b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an analysis and an experiment. This paper presented 
the analytical model which could be used for verifying of the test results and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behavior of the dynamic system comprising the small scale bogie and the simulator.

1. 서론

철도차량의 탈선은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 문제는 철도운영
기관 및 시설기관의 주요 현안 사항이다. 현재, 대차의 동적 안정성 특성 시험은 대차 주행시험대
(Roller Rig)라는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하고 있다. 이 시험기는 궤도에 상당하는 두개의 궤조륜
(Roll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륜과 궤조륜간의 접촉운동을 통하여 임계속도, 승차감 같은 차량의 동
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물을 대상으로 한 실물규모의 주행시험대상에서의 
동특성 시험은 시험 준비와 관련된 시험비용 및 시험소요 시간의 증가, 다양한 시험조건 설정 측면에서
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시험 편의성 측면에서 축소형 주행시험대를 활용하고 있
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축소대차, 축소트랙 등의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
에 발표된 상사기법을 적용한 축소대차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축소대차의 동적 특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현가장치의 특성, 차륜/궤조륜의 형상, 차체 하중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1]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안전연구센
타에 구축된 소형탈선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상사기법이 적용된 1/5 축소대차의 주행안정성 시험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적으로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장비 성능확인 및 안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고,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를 대상으로 1/5 축소대차를 설계하여 주행안정성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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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또한, 소형탈선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험결과를 효과적으로 실제 설계 및 신뢰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

해서는 축소대차를 활용한 주행안전성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차 시험결과 및 이론적인 해
석 결과와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차 시험결과는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됨으로 신뢰성이 
검증된 철도차량 전용 동역학 해석프로그램인 VI-Rail과 차륜/궤조륜 모델링이 가능한 ADMAS/View을 
사용하여 시험 데이터와 해석 데이터를 비교∙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축소모델
2.1. 1/5 축소대차
본 연구에서는 볼스타레스 타입의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를 대상으로 상사기법을 따른 

1/5 축소대차를 설계하였으며 크게 윤축, 대차프레임, 1차 현가장치로 구성하였다. 상사기법은 대차의 
안정성과 동적 거동 특성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MMU의 S. D. Iwnicki 의 상사 기법을 준용하였다.[2] 
새마을 동력차 대차(MAN 대차) 도면과 관련 데이터를 적용하여 1/5 축소대차의 주요사양, 물성치, 각 
파라미터에 대한 제원값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제작 모습은 그림 1과 같다.[3~4] 설계된 1/5 축소대차
의 1차 현가장치는 실제 대차와 유사한 타입인 판스프링 타입으로서 1차 현가장치를 구현하였고, 제작 
후 현가장치의 특성값을 측정결과, 실제 대차의 상사기법이 적용된 제원값과 유사하였다. 

2.2. 소형탈선시뮬레이터
본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시스템 구성은 대차를 안착시켜 구동시키게 되는 메인 장비와 유압 엑츄에

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유압을 발생시키는 HPU, 그렇게 발생된 유압을 두 개의 엑츄에이터에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는 HSM, HPU의 작동유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Chiller, 장비의 제어를 맡는 Controller로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축소대차모델에서의 공격각, 축거, 캔트 등의 변화에 따른 주행안정성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
다. 시스템을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여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안전연구센타에 구축하였다. 상기에
서 언급된 1/5 축소대차를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궤조륜 상부에 고정하고, 차체 하중인가장치를 통한 
하중을 가하여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림 1. 1/5 scaled bogie  
   

 그림 2. Small scaled derailment simulator
3. 주행안정성 시험
3.1. 시험환경
주행안정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1/5 축소대차에 전위 윤축 및 대차 좌우/상하 방향에대하여 가속

도계 4개를 사용하여 시험환경을 구성하였고 그림 3과 같다. 참고로 가속도계 센서는 K-Beam 
Accelerometer-Capacitive Type(8305B2)이다. 측정 및 분석과정은 그림 4와 같이 가속도계 설치 후 
그에 따른 해당 신호는 DT 9834 측정장비와 노트북을 거쳐 Dewesoft 6.6.5 측정프로그램에 저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Flex-pro 7.0 분석프로그램을 사용 순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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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ccelerometer position on 1/5 
scaled bogie 

   그림 4. Diagram of measurement/analysis 
method

3.2. 시험조건
본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장비 성능 확인 및 안정화 연구를 통한 주행안정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표 1과 같이 1/5 축소대차 상에서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의 대차 최대 설계속도인 
200km/h를 고려한 주행속도 40km/h의 Case 1 조건과 1/5 축소대차에서의 임계속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실제 새마을호의 열차 운행속도를 참고한 주행속도 0km/h∼50km/h(실제 대차의 경우 0km/h∼
250km/h)까지 속도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킨 Case 2 조건 시험을 수행하였다. 참고로 도표 내 그래프는 
소형탈선시뮬레이터 상에서의 궤조륜 회전을 위한 컨트롤러 프로그램에서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빨
간 실선은 입력 회전수에 대한 출력 회전수를 나타내고 있다. 

Conditions

Category

Running speed Remarks
(Motor speed-Roller rig)1/5 scaled bogie Full bogie

Case 1 40km/h 200km/h

(243 rpm)

Case 2 0~50km/h 0~250km/h

(304 rpm)

도표 1. Test conditions of running Stability

3.3. 시험결과
시험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이론식에 따른 1/5 축소대차의 사행동 운동주파수를 속도별로 정리 및 비

교하였다. 주행속도별 윤축, 대차의 사행동 주파수 비교는 그림 5와 같다. 또한, 윤축, 대차의 사행동 파
장과 관련된 식은 식 (1)∼ (2) 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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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 윤축의 사행동 파장 L2 : 대차의 사행동 파장

e  : 좌우 차륜 간격의 1/2 (≒궤간의 1/2) r  : 차륜반경

λ  : 답면구배 l  : 축거의 1/2

그림 5. Kinematic frequency of wheelset & bogie (theory)

상기의 시험조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결과를 얻었다. 주어진 속도에 대한 윤축, 대차에서의 
주파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는 Case 1의 경우, 등속 구간을, Case 2의 경우에는 전체 시
간을 구간으로 선정하여 Filtering(30Hz low pass filter) 과정을 거쳐 FFT(Fast Fourier Transform)처
리와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참고로 Hanning기법을 사용하였으
며, Amplitude는 dB로, Sampling rate는 100Hz이다.

3.3.1. Case 1 
대차 최대설계속도인 200km/h을 참고하여 상기의 시험조건 Case 1에 대한 주행안정성 시험을 수행

하였다. 
주행속도 40km/h(1/5 scale) 상에서의 시험결과는 그림 6~7과 같다. 그림 6은 주행속도 40km/h(1/5 

scale)에서의 실시간 측정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그림 7은 전위 윤축과 대차의 좌우/상하 방향
가속도 중 윤축과 대차의 주파수특성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대차의 좌우방향 가속도 FFT 처리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도표 2와 같이 0~50Hz 내역에서 주요 8가지 모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요 모드 현상은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어 추가로 연구되는 해석프로그램 상에서의 모
드해석을 통하여 비교 후 모드 형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림 6. Real data on running speed 40km/h 
(1/5 scale)      

  그림 7. Bogie lateral acceleration on running 
speed 40km/h (1/5 scale) – FF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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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Number Frequency [Hz] Amplitude [g] Mode Number Frequency [Hz] Amplitude [g]
1 5 0.11 5 31 0.29
2 9.3 0.28 6 39 0.15
3 11.5 0.1 7 41 0.07
4 19.6 0.16 8 49 0.075

도표 2. Test result of bogie lateral acceleration – FFT processing

또한, 그림 8은 주행속도 40km/h(1/5 scale)에서 대차 좌우방향 가속도의 STFT 처리결과를 나타내
었고 0∼200Hz 주파수내에서 주요 7가지 모드가 나타났으며 12.21Hz, 6.08Hz에서 이론식에 의한 윤축
과 대차의 사행동 주파수라고 판단되는 주파수 대역이 그래프 상에 나타났다.

그림 8. Bogie lateral acceleration on running speed 40km/h 
(1/5 scale) – STFT processing

3.3.2. Case 2 
실제 새마을호 운행속도를 참고하여 상기의 시험조건 Case 2에 대한 주행안정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주행속도 0∼50km/h(1/5 scale)에서 전위 윤축과 대차 좌우방향 가속도의 STFT 처리결과를 살펴보

면 그림 9~10과 같이 0∼200Hz 주파수내에서 속도 변화에 따라 사행동 운동주파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행속도 50km/h(1/5 scale)에서의 이론식에 의한 윤축과 대차의 사행동 주파수인
15.26Hz, 7.60Hz와 공진 주파수 대역이 그래프 상에 나타났다.

그림 9. Front wheelset lateral acceleration on running speed 50km/h 
(1/5 scale) – STF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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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ogie lateral acceleration on running speed 50km/h 
(1/5 scale) – STFT processing

이에 따라 주행속도 0∼50km/h(1/5 scale)에서 전위 윤축과 대차의 좌우/상하방향 가속도 STFT 처
리결과를 통한 이론식과 주파수 비교는 그림 11과 같다. 주행속도 0∼50km/h(1/5 scale)상에서 사행동 
운동주파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행 속도에 따른 윤축, 대차의 운동주파수 값이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1/5 축소대차에서의 사행동 운동주파수와 같은 패턴으로 변화하였고, 주파수 값도 유사한 값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설계된 1/5 축소대차가 차륜/레일의 인터페이스 특성을 잘 모사하
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1. Kinematic frequency of wheelset & bogie (test↔theory)

4. 주행안정성 해석
본 장에서는 소형탈선시뮬레이터에서의 주행안정성 시험을 수행 후 해당 시험 결과에 대하여 다물체 

동역학 해석프로그램을 통한 비교∙과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전용 상용해석 프로그램인 
VI-Rail[6]에서의 모드해석과 차륜/궤조륜 접촉 상태에서의 동적해석이 가능한 ADAMS/View[7]을 이용
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4.1. 해석모델
새마을호 동력차 대차인 MAN 대차를 한 상기의 1/5 축소대차 제원을 참고하여 그림 12와 같이 

VI-Rail 해석프로그램 상에서의 3D 모델을 개발하였다. 대차 제원(하중, 치수, 현가장치 등)을 실제대
차의 1/5 축소하였으며 주행안정성 시험에서의 시험 모델과 같다. 또한, 추가로 진행되는 동적해석에는 

2605



Num
ber Frequency[Hz] Mode Shape Remarks Num

ber Frequency[Hz] Mode Shape Remarks

1 4.78
Yawing, 
Rolling
(Bogie)

5 30.58
Pitching

(Wheelset)

2 9.2
Rolling
(Bogie)

6 38.37

Pitching, 
Rolling
(Bogie, 

Wheelset)

3 11.43
Longitudinal, 

Pitching
(Bogie, 

Wheelset)
7 41

Pitching
(Bogie, 

Wheelset)

4 19.2
Longitudinal, 

Pitching
(Bogie, 

Wheelset)
8 48.5

Pitching,
Rolling
(Bogie, 

Wheelset)

초기에는 철도차량 전용 해석프로그램인 VI-Rail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차륜/궤조륜의 접촉 상태를 
구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차륜/궤조륜 모델링이 가능한 ADAMS/View을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
다. 1/5 축소대차의 차륜 답면구배, 궤조륜의 답면 형상, 현가장치의 기본 프레임 등에 대한 3D모델링 
작업이 어려워 CAD프로그램인 Pro-E를 이용하여 ADAMS/View 해석프로그램에서 Import 하였다. 1/5 
축소대차의 전후방향에 대한 구속조건을 설정하여 궤조륜 위에서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2개의 
판스프링과 1개의 코일스프링으로 현가장치를 구성하였다. 또한, 스프링의 K값과 댐핑계수는 상사법칙
을 적용한 값을 입력하였다. 그림 13은 ADAMS/View에서 차륜과 궤조륜의 joint 조건을 적용시킨 해석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 3D analysis model of 1/5 scaled 
bogie (VI-Rail)

그림 13. 3D analysis model of 1/5 scaled 
bogie (ADAMS/View) 

4.2. 모드해석
1/5 축소대차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검토하기 위해서 VI-Rail의 선형해석을 이용하여 모드해석을 수행

하였다. 도표 3은 차륜과 축소모델타입 레일 조건하에서 상기의 시험조건 Case 1인 주행속도 
40km/h(1/5 scale)에서의 진동모드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고유진동수에 따른 축소대차의 모
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표 3. 1/5 Linear analysis result (Unit : Hz) – Running speed : 40km/h(1/5 scale)

4.3. 동적해석
ADAMS/View를 이용한 동적해석결과를 살펴보면 선형적으로 속도 변화에 대한 조건을 구현하지 않

고 50km/h(1/5 scale)등속에서의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4와 같다. 따라서 두 그래프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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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구간을 비교하면 시험에서 윤축과 대차의 사행동 운동주파수는 15.6Hz, 7.8Hz이고, ADAMS/View의 
동적해석에서의 윤축과 대차의 사행동 운동주파수는 15.004Hz, 7.898Hz이므로 시험결과와 유사한 해석
결과 값이 나타났다. 

그림 14. Running stability result (Adams/view)

그림 15는 식 (1), (2)를 이용하여 구한 이론적 결과와 실험결과에 대한 비교 결과와 50km/h(1/5 
scale)에서의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이론식과 시험결과, 그리고 ADAMS/View 해석결과의 값이 유
사한 값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추후에 본 축소 대차 해석모델이 시험데이타의 검증과 축소대차와 시험
기로 구성되는 동역학적 시스템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Kinematic frequency of wheelset & bogie (test↔theory↔analysi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안전연구센
타에 구축된 소형탈선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상사기법이 적용된 1/5 축소대차의 주행안정성 시험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축소대차를 활용한 주행안전성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 전용 
동역학 해석프로그램인 VI-Rail과 차륜/궤조륜 모델링이 가능한 ADMAS/View을 사용하여 시험 데이터
와 해석 데이터를 비교・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형탈선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주행안정성 시험결과, 주행속도 40km/h(1/5 scale) 상에서의 축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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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주요모드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론식에 따른 1/5 축소대차의 사행동 주파수 값이 시험결과에 
구현되고 있고, 등속 및 주행속도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와 공진 주파수 대역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설계된 1/5 축소대차가 차륜/레일의 인터페이스 특성을 잘 모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주행안정성 해석을 통한 시험결과의 비교결과, 속도에 따른 모드해석을 통하여 모드주파수와 모드 
형상을 확인하였고, 시험에서 구한 진동신호와 비교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모드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3) 또한, 차륜/궤조륜 접촉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ADAMS/View 프로그램 내에서의 동적해석결과 
1/5 축소대차의 이론적 사행동 운동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에서 사행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해석 모델은 소형탈선시뮬레이터의 성능 평가 및 실험결과의 비교∙검증 과
정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상기의 연구를 통하여 소형탈선시뮬레이터와 1/5 축소대차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축소대차를 활용
한 주행안정성 초기연구로서 추후 철도차량의 탈선 및 차륜/레일 인터페이스 연구 등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실물규모의 차량 설계 및 제작, 시험과정에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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