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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팅열차 주행시 곡선부 궤도에서의 동적상호작용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of Tilting Train and Curve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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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대부분의 차량-궤도 상호작용해석의 연구들은 차

량과 구조물간의 연직 방향의 동적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

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1]. 하지만, 한국형 틸팅

차량의 도입과 관련하여 곡선주행시의 차량과 궤도간의 횡

방향 동적상호작용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틸팅차량의 곡선부 주행시의

동적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기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틸팅차량의 곡선부 주행시의 차량 주행방향의 변

화(선로의 평면선형 변화), 틸팅차량의 틸팅각의 변화, 그리

고 선로의 캔트변화량에 의한 기하비선형성을 고려하여 틸

팅차량의 곡선부 주행시의 동적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할 수 있

는 해석기법을 개발하였다.

곡선부를 주행하는 차량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연

직방향의 거동뿐만 아니라 차량의 횡방향 거동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모델을 3차원 차

량모델로 채택하였으며, 3차원 바람-차량-교량 상호작용을 고

려하기 위해서 개발된 3차원 차량요소(Lumped Parameter

Vehicle Element)를 이용하여 차량을 모형화하였다. 이 3차

원 차량요소의 질량중심들을 강체연결(Rigid Connection) 혹

은 핀이 있는 강체연결(Rigid Connection with a Pin) 제한

조건식으로 상호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차량요소와 차량요소간의 연결

조건을 정의함으로써 트럭, 승용차, 트레일러 및 다양한 열

차 들을 동일한 차량요소에 의해 모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량요소에 의한 열차의 모형화 기법은 원래 단순히 2차

원 1/4차량 모델의 차체질량들을 강체연결조건으로 상호연

결함으로써 열차의 피칭운동을 근사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2,3]. 그 후 보다 정확하게 차량을 모형화하기 위

해 차체 및 대차부의 질량위치 및 현가장치 위치와 관련된

매개변수들을 도입하여 보다 상세한 차량 및 열차의 모형

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24자유도를 갖

는 3차원 차량요소를 이용하여 틸팅열차를 모형화하였으며,

기존의 연구결과에 덧붙여 곡선부 주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차량의 주행방향 및 캔트량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

행속도 및 원곡선 반경에 상응하는 원심력이 표현 가능하

도록 하였다. 또한, 차륜-레일의 접촉각 및 열차의 틸팅각

을 고려한 차량요소의 강성을 정식화하여 틸팅차량의 곡선

부 주행시의 동적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해석기

법을 개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 new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method for tilting trains and curved track is presented. Three

dimensional lumped parameter vehicle elements are used to model tilting train, and the proposed analysis technique can

simulate driving direction change of vehicle, the effect of track cant, wheel-rail contact angle, and tilting angle of tilting

trains, etc. The proposed method passed several basic verification test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ed method is

applicable for practical problems.

Keywords : Lumped Parameter Vehicle Element, Curved Track, Tilting Train, Dynamic Interaction Analysis, Centrifugal

Force, Cant, Tilting Angl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곡선부를 주행하는 틸팅열차와 궤도와의 동적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적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해석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차량요소를 이용하여 틸팅열차를 모형화하였으며, 틸팅열차

의 곡선부 주행시 차량의 주행방향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행속도 및 원곡선 반경에 상응하는 원심력의 표

현, 선로의 캔트량, 차륜-레일의 접촉각 및 열차의 틸팅각 등을 고려한 동적상호작용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해석방법은 기본적인 검증예제들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차량요소, 곡선부, 틸팅열차, 동적상호작용해석, 원심력, 캔트량, 틸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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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차량-궤도 동적상호작용해석의 이론적 배경

2.1.1 곡선부 차량-궤도 동적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차량

모델

본 연구에서 개발된 3차원 24자유도 차량요소에서는 차량

의 각 질량위치에서 6자유도를 갖도록 구상하였으며, 하나

의 차량요소는 총 24자유도를 갖도록 하였다(Fig. 1). 이러

한 24자유도 차량요소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가정하

에서 Lagrange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식화하였다.

(1) 차량의 종방향(x축방향) 스프링과 감쇠장치는 수직스

프링의 연결위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수평방향 스프링

및 감쇠장치의 높이에 관련된 정보는 횡방향(y축방향) 스프

링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차량의 스프링강성 및 감쇠장치의 특성은 좌우대칭인

것으로 가정한다.

(3) 차량의 차량의 연직방향의 현가장치에는 마찰감쇠장

치(Spring-Friction Model)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 차륜의 연직 접촉스프링은 인장력에는 저항할 수 없

게 함으로써 노면과 차륜의 접촉분리가 표현되도록 하고, 횡

Fig. 1 Three dimensional vehicle element with 24 degrees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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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종방향 접촉스프링의 경우 Coulomb-Friction을 비

선형스프링으로 표현한다. 접촉스프링 중 횡방향 및 종방

향 접촉스프링의 항복값은 연직방향의 접촉력에 마찰계수

(m)를 곱한 값으로 한다. 또한, 곡선부에서의 슬랙의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해 횡방향 접촉스프링은특정값 이상의 변형

이 발생 가능한 경우 저항력이 급증하도록 정의하며, 차륜-

레일간 접촉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접촉각을 정의하여 사

용한다.

(5) 시간 t에서의 차량의 틸팅각(φtilt)을 입력받아 틸팅각 만

큼 기울어진 형상에서의 차량요소의 강성, 감쇠행렬 및 내

력(Internal Force) 벡터를 구성한다.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구성된 차량요소에는 다른 차량요

소와의 연결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접촉점의 자유도

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피칭운동과 관련된 3개의 강체운동과

관련된 영에너지모드(Zero Energy Mode)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초기조건을 결정하는 정적인 문제에서의 안

정성 확보를 위하여 차축(Wheelset), 대차(Bolster Frame), 차

체(Car body)의 3부분 중 추가적인 연결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 부분에서의 피칭운동과 관계된 자유도의 변위를 0이 되

도록 추가적으로 제한조건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였다.

본 연구에서 24자유도 차량모델의 질량간 연결관계를 정

의하기 위한 제한조건식은 “강체연결”조건과 “핀이 있는 강

체연결”조건의 두 가지이며, 핀이 있는 강체연결 조건은 열

차를 모형화할 경우에 차량간의 연결을 표현하기 위해 정의

되었다(Fig. 2).

- 강체연결을 위한 제한조건식

θJ = θI (1a)

φJ = φI (1b)

ψJ = ψI (1c)

xJ = xI + (zJ − zI)θI − (yJ − yI)ψI (1d)

yJ = yI − (zJ − zI)φI + (xJ − xI)ψI (1e)

zJ = zI − (xJ − xI)θI + (xJ − yI)φI (1f)

- 핀이 있는 강체연결을 위한 제한조건식

xI + ξ(zJ − zI)θI − ξ(yJ − yI)ψI

=xJ − (1 + ξ)(zJ − zI)θI + (1 + ξ)(yJ − yI)ψJ (2a)

yI − ξ(zJ − zI)φI + ξ(xJ − xI)ψI

=yJ + (1 − ξ)(zJ − zI)φJ − (1 − ξ)(xJ − xI)ψJ (2a)

zI − ξ(xJ − xI)θI + ξ(yJ − yI)φI

=zJ + (1 − ξ)(xJ − xI)θJ − (1 − ξ)(yJ − yI)φJ (2c)

차량의 접촉점에서의 높이 변화 및 노면조도에 관련된 방

법은 2차원 문제에 적용되었던 안정화된 Penalty방법[2-4]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 사용하였다. 즉, 2차원 차량문제에서는

연직방향의 접촉스프링에만 안정화된 Penalty방법이 적용되

지만, 3차원 문제에서는 종방향 및 횡방향 접촉스프링에 추

가적으로 안정화된 Penalty방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곡선부 주행의 3차원 특성을 해결하고자 안정화

된 Penalty방법에 의해 연직방향 및 횡방향의 궤도틀림에 상

응하는 변위제한조건을 부여하고 차량의 위치를 직접 이동

시키도록 하였다.

2.1.2 접촉면을 고려한 궤도정보의 필터링

차륜과 레일간의 접촉면적의 영향을 무시하고 접촉점을 1

개의 이상적인 점(Point)으로만 취급하는 경우, 단차와 같은

급격한 접촉점의 높이변화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게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촉면적을 고려하기

위해서 Remmington의 접촉 필터 개념[5]을 적용하여 접촉

면적을 고려한 노면의 대표 높이를 결정하였다(Fig. 3).

(3)

여기서, a는 접촉영역의 길이, x는 접촉점의 위치, z(x)는 x

위치에서의 노면의 높이(구조물 처짐과 노면요철 등의 영향

에 의한 접촉점의 높이)이고, N은 필터링된 대표높이 z*(x)를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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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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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placement constraints for connecting vehicl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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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촉영역의 분할구간의 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륜과 레일간의 접촉영역의 길이는 2cm로 가

정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접촉영역의 길이 산정을 위해서는

헤르츠접촉이론에 의한 접촉영역의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개의 선분으로 모형화된 선로의 선형

을 이러한 필터링을 통하여 부드러운 선형을 표현하는 용도

로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접촉영역의 길이(a)는 궤도 선형

을 정의하는 선분의 길이가 적용되었으며, 궤도 곡선반경에

비해 침목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값이어서 이러

한 필터링에 의해 궤도 선형의 변화는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다.

2.2 동적상호작용력의 산정 

차량주행에 의한 차량-구조물의 상호작용력 산정을 위해

서는 궤도 및 구조물부의 동적인 운동방정식과 차량의 동적

인 운동방정식을 별도로 구성하여 각각의 운동방정식의 해

를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개별적인 운동방정식간의 관

계는 접촉점에 작용하는 접촉력과 변위제한조건식으로 상호

연결되도록 하였다. 즉, 특정시간에서의 차륜재하 위치의 구

조물의 변위 및 답면 높이정보(요철, 조도 등)가 차량의 운동

방정식에 접촉점(Contact Point)의 변위제한조건식(Displacement

Constraint Equation)으로 적용되었고, 곡선부 주행을 모사하

기 위해 궤도의 선형 조건을 고려하여 현재시간의 윤축의 3

차원공간상의 이동거리를 산정하여 변위벡터 ∆X를 구하고

접촉점에 변위제한조건식으로 적용하였다(Fig. 4). 이때 차

량의 운동방정식은 매시각마다 궤도의 선형조건에 따른 요

각(Yaw Angle, ψ)과 롤각(Roll Angle, φ )의 변화를 고려하

게 된다. 차량요소의 질량들이 강체연결조건으로 상호연결

된 경우에는 연결된 윤축들의 평균위치를 이용하여 연결된

물체의 궤도선형조건을 고려한 회전각을 산정할 수 있다.

변위제한조건식과 차량 중량이 외력으로 작용하는 상태에

서의 차량의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새로운 접촉력

이 산정되고, 이 접촉력이 구조물에 가해져 새로운 구조물

의 변위를 산정한다(Fig. 5). 즉, 이러한 차량과 주행로를 이

루는 구조물과의 접촉력 산정에 있어서 매 시간단계마다 접

촉력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2.3 적응적 시간간격에 의한 Newmark 시간적분 동

적상호작용력의 산정

본 연구에서는 차량 및 구조물의 동적운동방정식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기 위하여 묵시적 시간적분방법 (Implicit Time

Integration Method)인 Newmark 적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러한 적응적 시간간격에 의한 직접시간적분(Direct Time

Integration)의 경우, 비선형 동적해석에서 비선형성이 커서

해의 수렴성이 나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차량-구조물 상호작용력이 허용된 반복계산횟수

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간격을 작게

조절하면서, 운동변수 및 부재내력을 이전 시간단계의 값으

로 초기화하고 시간적분을 재시도하도록 하였다.

2.4 곡선부 주행시 차량의 롤각 및 요각 관련 좌표변

환 관계 

차량이 곡선부를 주행하게 되는 경우 궤도의 선형에 따라

차량의 주행방향이 변화하게 되며, 이 주행방향의 변화는 미

소변형이론으로는 표현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주행시의 차량주행방향에 따른 요각(Yaw Angle)과 캔

트량에 따른 롤각(Roll Angle)을 기하비선형의 주된 요인으

로 파악하고, 매 적분시각마다 현재의 궤도선형조건을 고려

하여 변형된 형상을 고려한 기하강성(Geometric Stiffness) 및

힘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하비선형성에 대한 접근

방법은 캔트 및 차량주행방향의 변화선형정보에 따른 차량

의 회전각(롤각 및 요각)을 고려하여 변형된 형상에서의 차

Fig. 3 Filtering of track geometry at each time step

Fig. 4 Displacement vector of contact points due to curve

negotiation in XY plane

Fig. 5 Interrelationship between separate equations of motion for

vehicle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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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강성 및 내력을 구성하였으며, 추가적인 차량의 진동

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에 관련하여서는 기하비선형성을 고

려하지 않았다. 한편, 차량의 틸팅효과는 차량요소를 정식화

하는 계산단계에서부터 차량 차체의 틸팅지령각에 의해 기

울여진 형상을 고려하여 차량의 운동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좌표변환 관계의 정의를 위한 궤도의 선형은 궤도 중심선

을 이용하여 모사하였으며 궤도를 모형화하기 위해 사용된

전체좌표계(Global Coordinate System) XYZ좌표계, 차량의

초기 주행방향과 관련이 있는 초기 궤도좌표계(Initial Track

Coordinate System) xyz좌표계 및 차량의 현재위치에서의 궤

도좌표계(Current Track Coordinate System) x'y'z'를 정의하

였다(Fig. 6).

초기의 차량 주행방향은 초기 궤도좌표계 방향으로 주행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전체 좌표계 XYZ로 표현된 윤축의 시

간 t에서의 위치벡터를 X(t)라고 정의하고 시간 0에서의 윤

축의 위치벡터를 X(0)라고 하면 차량의 접촉스프링에 가해

지는 강제변위 ∆X=X(t)−X(0)만큼이 초기궤도 좌표계로 변

환된 후 안정화된 페널티 방법에 의해 차륜에 변위제한조건

으로 가해진다. 즉, 본 연구에서의 접근방법은 차량의 주행

방향으로도 주행속도에 상응하게 차량의 위치를 직접 이동

하게 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차량의 강성행렬 및 힘벡터의 계산과 관련하여 현재 배치

(Current Configuration)에 해당하는 운동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궤도의 선형조건에 따른 요각이나 롤각이 고려되

지 않은 차량요소의 행렬 및 벡터를 구성하였다. 또한, 궤

도의 선형조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강성행렬, 질량행렬 및 하

중벡터에 현재 차량요소의 위치에서의 궤도 선형조건에 따

른 롤각 및 요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기 궤도좌표계

로 좌표변환을 수행한 후 차량요소의 행렬 및 벡터들을 조

합(Assemble)한 후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매 시간단계마다 차량요소 관련 행렬 및 벡터를 궤도선형을

고려하여 좌표변환 관계를 적용함으로써 곡선부를 주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량의 롤각 및 요각 변화에 따른 상응하는

기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다.

[Kcurrent]=[Txyz]
T[Kinitial][Txyz]

[Mcurrent]=[Txyz]
T[Minitial][Txyz] (4)

{fcurrent}=[Txyz]
T{finitial}

여기서 [Kinitial], [Minitial] 및 {finitial}은 각각 차량요소의 초기

주행방향의 강성행렬, 질량행렬 및 힘벡터이며, [Kcurrent],

[Mcurrent] 및 {fcurrent}는 임의 시간 t에서의 궤도 선형조건을

고려한 초기 궤도좌표계에서의 차량요소의 강성행렬, 질량

행렬 및 힘벡터이다. 초기 궤도좌표계와 현재 궤도좌표계간

의 좌표변환관계행렬 [Txyz]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xtz] = (5)

여기서 ψ는 차량의 주행방향의 변화에 따른 요각(Yaw Angle)

ψcos ψsin 0

φ ψsincos– φ ψsincos φsin

φ ψsinsin φ ψcossin– φcos

Fig. 6 Consideration of change in velocity direction in curved

track

Fig. 7 Variation of car body roll angle φ with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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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량이고, φ는 궤도의 캔트량에 따른 롤각(Roll Angle)

변화이다(Fig. 6, 7).

3. 알고리즘의 검증과 관련된 해석 및 결과

3.1 연직방향 차량 동적거동의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정화된 Penalty방법에 의한 차량의

동적거동을 검증하기 위하여 1질량을 갖는 차량의 진동문제

를 해석하였다(Fig. 8).

적분시간간격 1/1000초일때의 수치해석결과와 이론해의 결

과를 비교한 결과 안정화된 Penalty방법에 의한 해석결과가

이론해와 일치하는 해를 보여주었다(Fig. 9).

Fig. 8 Verification of single DOF car model

Fig. 9 Comparison between theoretical solution and simulated

result 

3.2 판형교 동적해석과 계측값의 비교(연직방향 동적

상호작용 검토)

판형교 상을 주행하는 KTX의 계측값을 수치해석결과와

비교하고자 Fig. 10과 같이 교량 및 궤도를 모형화하고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교량인 연화천 교량(상)은 현장

계측 당시 장대레일화가 되지 않은 판형교 구간으로서 여러

경간의 단순지지된 판형이 배치되어있는 교량이나 해석모델

의 경우 단순화를 위하여 1경간의 판형교 구간만 모형화하

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측된 판형 중앙부의 변위는 좌우거더에서의 최대값이 각

각 5.417m와 5.614mm의 값을 보였으며, 수치해석결과는 최

대처짐이 5.357mm로 나타났다(Fig. 11). 수치해석결과와 현

장계측결과를 비교한 결과,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

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판형교 동적해석과 계측값의 비교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알고리즘이 차량의 곡선주행에 따

른 원심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12와 같은 반경 R=100m인 원곡선 선형을 갖

는 주행로를 정의하고 차량을 10m/s의 속력으로 주행시켰

다. 이때 궤도의 강성은 Rigid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석용 차량모델은 윤축부분만 모형화하였으며 윤축이 궤

도에 가하는 힘이 원심력 및 연직힘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윤축의 중량은 466.77kN인 것으로 가정

(질량 17Mg)하고 차륜 레일간 접촉각은 0.0833rad으로 가정

하였으며, 궤도의 캔트량은 0으로 설정하였다. 차량모델은 최

초에 전체좌표계 (0,0,0)에 위치하고 원곡선부를 완화곡선부

없이 xy평면상에서 원운동한다

차륜의 접촉스프링은 종방향, 횡방향 및 연직방향의 접촉

스프링을 1×105kN/m로 가정하였으며, 접촉부의 감쇠값은 동

Fig. 10 Modeled KTX passing on the plate girder bridge

Fig. 11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simulated result

(Vertical displacement at the center of the plate girder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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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1×102kN·s/m로 가정하였다

적분시간간격 0.001초로 동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초기 주

행방향으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343.78 회전한 상태인 적분

시간 60.001초일 때 좌우측 횡방향접촉력의 합 17.001kN, 좌

측 연직방향접촉력 77.95kN, 우측 연직방향접촉력 88.82kN

의 결과를 보였으며 원곡선 운동시의 원심력 표현 및 연직

방향의 접촉력의 변화가 표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Fig.

13, 14).

3.4 캔트영향 표현 성능 검증

위의 예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캔트량만 균형캔트에 가까

운 값인 0.1529m의 캔트량으로 변화시켜 동적해석을 수행

하였다. 캔트가 균형캔트이므로 이 경우 궤도에 작용하는 횡

력이 소거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차량의 초기위치에서 10m구간에 걸쳐 캔트량이 0에서

0.1529m로 변화하도록 하였으며, 완화곡선이 아닌 원곡선인

점과 짧은 시간동안의 급격한 캔트변화에 의해 초기 동적변

동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며 완화곡선구간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초기충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적분시간간격 0.001초로 동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초기주

행방향으로부터 주행방향이 반시계방향으로 343.78 회전한

상태인 적분시간 60.001초일 때 좌우측 횡방향접촉력(Fig.

15, 16의 F2방향)의 합은 0.04kN의 값을 보여 0에 가까운

횡력의 합을 보였으며, 좌측 연직방향접촉력 84.373N, 우측

연직방향접촉력 84.368kN의 결과를 보였다(Fig. 15, 16의 F3

방향). 따라서 균형캔트상태에서 원심력이 상쇄되는 효과를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캔트의 영향을 잘 표현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틸팅열차 곡선부 주행시 동적상호작용 

해석에의 적용

위에서 검증된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한국형 틸팅열차의 곡

선부 궤도 주행시 궤도-차량의 동적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

여 보았다. 한국형 틸팅차량은 6량 1편성의 동력분산식 전

기차량으로 최고설계속도 200km/h이며, 기존선 인프라에의

부담력을 낮추기 위해 최대 축중 15ton 이내로 설계되었다.

곡선궤도의 속도향상을 위해 강제식 틸팅시스템을 장착하고

Fig. 12 Track center line of curved track for numerical tests

Fig. 13 Theoretical centrifugal forces

Fig. 14 Lateral and vertical contact forces acting on rails

Fig. 15 Ideal cant and definition of force direction

Fig. 16 Lateral and vertical force acting on 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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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상호 이율배반적인 고속주행 안정성과 곡선궤도 추

종성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국내최초로 Stabilizer 또는

자기조향장치를 적용한 차량이며, 틸팅열차의 차량물성은 기

존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7,8].

해석대상구간은 중앙선 희방사-풍기 구간의 곡선반경

R=400m, 캔트량 C=100mm인 급곡선구간으로서 50kgN 장

척레일과 PC침목이 부설되어 있다. 해석에 있어 대상구간의

레일은 50kgN의 제원값을 사용하였으며, 체결장치부의 연

직방향강성은 200MN/m로 가정하였다.

해석대상구간을 모형화함에 있어 곡선거리 619m로 가정

하였으며 완화곡선장은 50m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완

화곡선부의 캔트량은 완화곡선장에 걸쳐 선형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완화곡선부의 곡선반경은 곡률

0에서 곡률 1/R까지 선형적으로 변화하도록 Chlothoid 방

법에 의해 모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틸팅열차의 틸팅

각은 완화곡선부 및 원곡선부를 주행하는 경우 캔트부족량

에 따른 틸팅지령각을 산정하여 차량의 틸팅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침목 및 자갈도상의 제원에 관련된 입력데이터는 다음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자갈도상의 두께는 30cm로 가정하

였고 노반반력계수는 90MPa/m로 가정하였다. 기타 자갈도

상의 지지강성 및 감쇠값과 관련된 사항들은 Zhai[9]의 연

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상자갈의 수치해석 모형화 기

법 및 궤도특성값을 준용하여 수치적으로 모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틸팅열차를 차축별로 1/4차량모델

로 간략하게 모형화하여 수치해석을 시행하였다(Fig. 18).

해석대상구간 전체를 3차원으로 모형화하면 유한요소로 모

형화된 궤도의 증가된 자유도(Degrees of Freedom)로 인하

여 소요되는 해석시간의 증가량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된 관

심의 대상이 되는 완화곡선 50m구간과 원곡선 100m구간에

대해서 궤도변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화하였으며, 그 외

의 구간은 주행로를 정의하기 위한 레일부분만 모형화하고

절점의 자유도를 구속시켜 강체로 정의된 궤도로 모형화하

였다.

주행로의 좌측 직선부에 24개의 차축을 갖는 차량을 위치

시켰으며, 첫 번째 윤축의 최초위치는 Rigid Track으로 정

의된 직선부와 Flexible Track인 완화곡선부의 접점에 위치

하도록 하였다. 50m구간의 완화곡선부가 정의되어 있으므

로 첫 번째 윤축 접촉력의 경우 주행속력이 100km/h일 때

해석시간 0초에서 1.8초인 구간에서는 완화곡선부를 주행하

는 상태이고, 1.8초 이후에는 원곡선부를 주행하는 상태로

파악할 수 있다. 원곡선부의 경우 100m부분만 궤도의 변형

Table 1 Equations for track alignment and tilting angle at the

targeted simulation section

구 분 산 정 식

완화곡선부의캔트(mm) 캔트×위치/완화곡선장

완화곡선부의곡선반경 완화곡선장×곡선반경/위치

대차감지량(m/s2) (주행속도/3.6)2/곡선반경-9.8×sin(캔트/1500)

캔트부족량(mm) 대차센서감지량×1500/9.8

틸팅지령각(rad) tan-1(캔트부족량×0.7/1500)

Fig. 17 Arrangement of Korean TTXs

Table 2 Summary of input parameters for PC sleeper, ballast,

roadbed

항 목 편측레일당값 단 위 비 고

PC

침목

중심간격 0.600 m

유효지지길이 0.950 m

저면 폭 0.230 m

밀도 23.0 kN/m3
포아송비 0.17

탄성계수 32,877 MPa

자갈

도상

밀도 15.5 kN/m3
포아송비 0.2

탄성계수 200.0 MPa

감쇠값 58.8 kNs/m

전단강성 7.840×104 kN/m

전단감쇠값 80.0 kNs/m

응력분포 각 35 degree

부설 두께 0.300 m

노반
반력계수 90.000 MPa/m

감쇠값 31.15 kNs/m

Fig. 18 Simplified 1/4 vehicle model of MCP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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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화되었으므로 주행속력 100km/h

일 때 약 5.4초까지의 구간만 Flexible한 궤도위를 주행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궤도의 거동은 지지강성변화지점 및

완화곡선으로부터 어느정도 떨어진 위치인 점을 관측점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완화곡선부의 시점으

로부터 약 80m떨어진 위치에서의 레일, 자갈도상, 노반압력

등의 거동을 비교하였다.

5. 결 론

기존의 차량-궤도 동적상호작용해석은 연직방향의 거동에

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곡선부에서의 열차주행에 의한 궤도

및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곡선부에서의 원

심력에 상응하는 힘을 이동하중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곡선부에서의 원심력효

Fig. 19 Track geometry for numerical analysis

Fig. 20 Concept of 3D track model in flexible track part

Fig. 21 Contact force on rails in the transition curve and circular

curve section

Fig. 22 Vertical displacement of rail

Fig. 23 Lateral displacement of sleeper

Fig. 24 Roadbe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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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에도 열차의 틸팅각의 영향 및 캔트량의 영향을 표현하

고자 곡선부에서의 틸팅열차의 궤도와의 동적상호작용 영향

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부를 주행하는 틸팅열차를 모형화하기

위해 24자유도를 갖는 3차원 차량요소를 이용하였으며 주

행속도 및 원곡선 반경에 상응하는 원심력의 표현, 캔트량,

차륜-레일의 접촉각 및 열차의 틸팅각을 고려할 수 있는 해

석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석기법은 기본적인 검증예

제를 통하여 원심력효과 및 캔트 영향 등을 모사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틸팅열차를 1/4차량모델을 이용하여 틸

팅열차가 곡선부를 주행할 경우의 차량-궤도 동적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부 동적상호작용해석을 위해 수치적인

안정성 측면과 수치구현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각 차축별

독립적인 1/4차량 모델을 이용하였으나 열차의 사행동이나

열차의 피칭운동을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보다 엄

밀한 곡선부에서의 차량-교량 동적상호작용해석을 위해서는

직선부에서와 같이 차량요소간의 연결을 통하여 전체 열차

의 연결관계를 엄밀히 고려한 동적상호작용해석기법에 관련

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독

립적인 1/4 차량모델인 경우보다 차륜-레일간 종방향 및 횡

방향 마찰저항력이 수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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