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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철도차량 주행장치 성능향상을 위한 평가 기술

 

철도차량 1 차현가 특성에 따른 윤축 조향각 성능 분석 

 

Wheelset Steering Angle of Railway Vehicle according to Primary Suspensi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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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studied the steering performance of wheelset with primary suspension 

characteristics of railway vehicle. We carry out dynamic analysis and experimental study for the 

vehicle models which are different primary suspension characteristics. The steering angle of a 

vehicle model (Case 1) operating in domestic subway lines is insufficient compared with an 

objective steering angle for curved track. And the steering angle of a vehicle model (Case 2) with 

improved self-steering performance of wheelset is a little improved compare to previous vehicle 

model. But also Case 2 model is still insufficient compared with an objective steering angle and 

has its limit in steering performance. So to overcome this limit of steering performance of passive 

type railway vehicle, an active steering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In case of vehicle model 

with active steering system, the steering performance is improved remarkably compared to 

passive type vehicle model. 

 

KEYWORDS: Curved track (곡선구간), Steering angle (조향각), Primary suspension (1 차현가), Active steering control (능

동조향제어) 

 

 

1. 서론 

 

철도차량의 곡선주행 성능은 주행안전성 확보

와 더불어 곡선구간을 차륜의 마모나 소음 발생 

없이 원활히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포함한다. 즉, 

곡선구간 주행 시 윤축이 곡선구간의 곡률반경에 

부합하게 윤축이 정렬할 수 있는 자기 조향성능이 

요구된다. 자동차는 운전자에 의하여 윤축을 조향

할 수 있는 조향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의 철도차량은 조향장치가 없으며 궤도에 따라 안

내되어 전주되는 방식이다. 

다만 철도차량 주행장치인 대차 설계 시 1차 

현가계 스프링상수 특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윤

축의 자기조향(self-steering)성능을 일부 향상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차량의 임계속도 저하를 

초래하여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으로 한계가 있다.1 윤축의 자기조향성능과 관련된 

인자로 윤축 조향각(steering angle)을 들 수 있다. 

조향각은 곡선구간 주행 시 대차 내에서 전후 윤

축 간에 형성되는 각으로 정의된다.2 윤축 조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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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수록 윤축이 곡선의 곡률반경 중심에 부합하

게 부채꼴 형상으로 정렬이 가능하여 원활한 곡선

주행이 가능하다. 

반면, 윤축의 조향각 구현 성능이 미흡할수록 

차륜과 레일간에 공격각(angle of attack) 이 크게 발

생하고 이는 곡선구간 주행 시 차륜의 종방향, 횡

방향으로 불필요한 힘을 발생시켜 차륜, 레일의 

과도한 마모 및 소음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3,4 최근, 이러한 기존 철도차량의 곡선부 주

행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능동조향(activ 

steering)제어를 적용한 능동조향대차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존 철도차량의 

윤축의 자기 조향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철도차량에 대한 윤축 조향각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실차 실험을 통하여 실 주행 시 발생하

는 윤축의 조향각 성능을 측정, 분석하였다. 또한 

조향 성능 향상을 위하여 능동조향제어에 의한 윤

축 조향각 구현성능에 대하여도 분석하고자 한다. 

 

2. 윤축 조향각 해석 

 

2.1 윤축 조향각 

대차 내 전후 두 윤축 간에 형성되는 각도인 

윤축 조향각은 Fig. 1과 같다. 곡선구간 주행 시 이

상적인 조향을 위해서는 Fig. 2와 같이 윤축이 곡

선의 곡률반경 중심으로 정렬하여 공격각이 소거

되는 Radial steering position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때 전후 두 윤축 사이의 조향각을 목표 조향각

이라 하며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식(1)로 표현되며 

목표 조향각 (2δ)는 곡선구간 곡률반경(R)과 대차 

내 전후 윤축간 거리인 고정축거(2d)에 의하여 산

출된다.7 

 

2
2

d

R
δ =                   (1) 

 

2.2 조향각 해석 

철도차량 1차 현가 특성에 따른 윤축 조향각 구

현 성능을 해석하기 위하여 곡선구간 주행 시를 가

정한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역학 해석은 다

물체 동역학 해석프로그램인 VI-Rail을 사용하였다. 

차량 모델은 자기조향 성능이 다른 Case 1과 

Case 2 두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Case 1은 국내

에서 운용중인 전동차를 대상으로 모델링 하였으

 

Fig. 1 Wheelset steering angle 

 

 

Fig. 2 Radial steering position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vehicle model (Case 1) 

Parameter Specification

Mass of carbody(kg) 18,062 

Mass of wheelset(kg) 1,637 

Mass of bogie frame(kg) 2,394 

Moment of inertia of carbody(kgm2): 

roll/pitch/yaw 

41,500/545,700

/545,000 

Moment of inertia of wheelset(kgm2): 

roll/pitch/yaw 
844/244/844

Moment of inertia of bogie(kgm2): 

roll/pitch/yaw 
970/1,197/2,046

Stiffness of primary spring(N/m):  

x/y/z 

2.7E6/2.7E6

/0.55E6 

Stiffness of secondary spring(N/m):  

x/y/z 

0.16E6/0.16E6

/0.4E6 

Damping of lateral damper(Ns/m) 0.096E6 

Lateral semi-spacing of primary 

spring(m) 
1.05 

Lateral semi-spacing of secondary 

spring(m) 
1.125 

Distance between front and rear 

bogie centers(m) 
13.8 

Bogie wheel base(m) 2.1 

Wheel radius(m) 0.43 

Wheel profile 1/20 wheel 

Rail profile 60kg rail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2 권 제 7 호 pp. 597-602 

 

 

July 2015  /  599

며 차량 모델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Case 2은 자

기조향성능을 향상시킨 개발한 시제차량을 대상으

로 모델링 하였으며 차량 모델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조향각 해석을 위한 궤도모델은 궤도틀림이 없

는 곡률반경 200m인 R200에서부터 곡률반경 

1000m인 R1000 곡선을 대상으로 모델링 하였다. 

속도는 각 곡선구간에 부합한 균형속도 조건을 부

여하였다.  

Figs. 3과 4는 각각 Case 1, Case 2 차량 모델에 

대한 윤축 조향각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Case 1의 

경우, 곡선구간의 곡률반경이 큰 급곡선일 수록 

요구되는 목표 조향각은 증가한다. 이에 비하여 

구현되는 윤축 조향각 해석결과는 목표 조향각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R300 곡선의 

경우 목표 조향각은 0.4deg 이나 해석결과는 

0.09deg 로 목표치의 22.5% 수준에 불과하여 윤축 

조향각 구현 성능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Case 2는 축상스프링 종방향 강성을 유연하게 

설계하여 자기조향성능을 향상시킨 설계개념에도 

불구하고 Case 1에 비해서는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목표치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R300 곡

선의 경우 목표 조향각은 0.5deg 이나 해석결과는 

0.22deg 로 목표치의 43.9%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

고 두 경우 모두, 곡률반경이 커지는 급곡선일수

록 목표치와의 차이는 증가하며 자기조향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Case 2의 경우에도 윤축 조향각 구

현에는 한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선로 조향각 측정 

 

3.1 조향각 측정시스템 구성 

전절에서 해석한 윤축 조향각 해석결과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차량모델에 대한 실차를 

대상으로 실선로 주행 시 발생하는 윤축 조향각을 

측정하였다. 

윤축 조향각 측정장치는 각 차량의 대차 및 윤

축구조에 적합하게 측정시스템을 구현하였다. Fig. 

5는 Case 1모델에 대한 조향각 측정장치를 나타낸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vehicle model (Case 2) 

Parameter Specification 

Mass of carbody(kg) 30,000 

Mass of wheelset(kg) 1,716 

Mass of bogie frame(kg) 2,437 

Moment of inertia of carbody(kgm2): 

roll/pitch/yaw 

50,700/1,733,000

/1,733,000 

Moment of inertia of wheelset(kgm2): 

roll/pitch/yaw 
1,200/24/1,200

Moment of inertia of bogie(kgm2): 

roll/pitch/yaw 

1,200/2,400 

/3,600 

Stiffness of primary spring(N/m): 

x/y/z 

1.4E6/3.6E6 

/1.0E6 

Stiffness of secondary spring(N/m): 

x/y/z 

0.17E6/0.17E6

/0.4E6 

Damping of lateral damper(Ns/m) 0.03E6 

Damping of yawl damper(Ns/m) 0.15E6 

Lateral semi-spacing of primary 

spring(m) 
1.025 

Lateral semi-spacing of secondary 

spring(m) 
0.875 

Distance between front and rear 

bogie centers(m) 
15.9 

Bogie wheel base(m) 2.6 

Wheel radius(m) 0.43 

Wheel profile 1/20h wheel 

Rail profile 60kg rail 

 

Fig. 3 Steering angle from simulation (Case 1) 

 

Fig. 4 Steering angle from simulatio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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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향각 측정센서는 대차 좌우측에 모두 4개 

설치되었으며 대차에 대한 각 윤축의 종방향 변위

를 측정하여 조향각으로 환산하였다. Fig. 6은 Case 

2 모델에 대한 조향각 측정장치를 나타낸다. 전후 

두 윤축간에는 수동형 조향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대차 좌우측 조향링크의 종방향 변위를 측정하여 

조향각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시운전 중 시험차가 

통과하는 곡선구간을 곡률반경을 검지하기 위하여 

곡률반경 측정센서를 장착하여 곡률반경을 계측하

였다.8 변위센서는 OMRON사의 레이저변위센서 

ZX-LD100L(resolution 16μm)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시스템은 NI사의 cDAQ-9172과 신호입력모듈인 NI 

9215를 사용하였다. 

 

3.2 조향각 측정 결과 

Case 1 시험차에 대하여 전동차 영업선로를 시

험구간으로 하여 실선로 주행 시 윤축 조향각을 

측정하였다. Fig. 7은 Case 1 시험차에 대하여 측정

한 곡선구간 곡률반경의 역수인 곡률(curvature)과 

조향각을 나타낸다. Fig. 8은 Case 1 시험차의 윤축 

조향각 측정결과를 곡률반경에 따른 목표치와 해

석결과와 비교한 선도이다. 측정한 조향각은 조향

각 해석결과와 비교적 잘 부합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9는 Case 2 시험차에 대하여 측정한 곡선구

간 곡률과 조향각을 나타낸다. Case 2 차량모델은 

기존선 운용 개발 차량으로 곡선구간이 많은 기존

선 영업선로를 시험구간으로 하여 윤축 조향각을 

측정하였다. Fig. 10은 Case 2 시험차의 윤축 조향각 

측정결과를 곡률반경에 따른 목표치와 해석결과와 

비교한 선도이다. Case 2 차량모델에 대한 조향각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측정 결과는 해석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향각 구현성능을 보면 Case 1 차량모델

의 조향각 구현 성능에 비하여 Case 2 차량모델의 

조향각 구현성능은 약 2배 정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ase 2 차량

모델은 윤축의 자기조향성능을 향상시킨 설계 개

Fig. 5 Measuring device to measure steering angle for 

test vehicle (Case 1 model) 

 

Fig. 6 Measuring device to measure steering angle for 

test vehicle (Case 2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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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urvature and steering angle (Case 1) 

 

Fig. 8 Measured steering angle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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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R300이하

의 급곡선 구간에서는 조향각 구현 성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고찰 

 

전절에서 기술한 윤축 조향각 해석결과와 시험

차를 대상으로 한 조향각 측정 시험결과, 윤축 조

향각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윤축 조향각 성능은 곡선주행 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Case 1 차량모델은 급곡선 운용 전동차 

차량모델로서 국내에서 운용중인 다른 전동차 차

량모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조향성능이 다소 

양호하게 설계된 차량이다. 이에 비하여 한 예로 

종방향 강성이 매우 큰 셰브론 축상스프링을 적용

한 전동차 차량모델의 윤축 조향각 성능을 해석하

면 Fig. 11의 Case 3과 같다. 같은 제원의 차량모델

임에도 불구하고 축상스프링 종방향 강성에 따라 

조향각 구현 성능은 크게 저하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모델의 차량은 급곡선 주행 시 과도한 차

륜, 레일의 마모,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 증가 

등의 운영상의 애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철도차량의 윤축의 

자기조향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기된 

능동조향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윤축 조향각 구현 

성능은 Fig. 11과 같다. 수동형 차량의 자기조향성

능에 의존한 Case 1, Case 3의 조향성능이 목표치에 

크게 미흡한 반면, 능동조향제어를 적용한 능동조

향대차의 경우에는 해석적으론 목표치에 부합된 

조향각 구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기존 차량에 

비하여 혁신적으로 우수한 조향각 구현 성능으로 

능동조향기술을 적용한 차량이 일본, 유럽, 남아프

리카공화국 등에서 연구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9-11 

따라서 국내 급곡선 운용 철도차량 운용기관의 

차량 조향성능 미흡으로 인한 차륜, 레일의 마모, 

소음 및 민원 발생, 마모 분진으로 인한 전장품 고

장 등에 기인한 운용상의 애로점, 유지보수 비용 증

가 등의 현안을 고려하면, 기존 철도차량의 자기조

향성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동조향기술을 적

용한 차량 개발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국내 기존 철도차량의 1차현가 특성에 따른 윤

축의 자기 조향성능을 분석하고자 1차현가 특성이 

상이한 차량모델에 대하여 곡선구간 주행 시 윤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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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urvature and steering angle (Case 2) 

 

Fig. 10 Measured steering angle (Case 2) 

Fig. 11 Steering angle f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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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각을 해석하였고 실차를 대상으로 조향각을 

측정하였다. 

국내에서 운용중인 전동차를 대상으로 한 차량

모델(Case 1)의 경우, 조향각 구현 성능은 곡률반경 

별 요구되는 목표 조향각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해석적,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자기조향성능을 향상시킨 개발한 시제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모델(Case 2)의 경우, 조향각 구현 

성능은 Case 1에 비해선 향상되었지만 목표 조향각

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수동형 차량으로 자기조향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고 하나 곡률반경이 심한 급곡선에선 성능의 한계

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수동형 철도차량의 윤축 자기조향성

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능동조향제어기술을 

적용한 능동조향차량의 경우, 윤축 조향각 구현 

성능은 해석적으론 목표 조향각에 부합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차량 조향성능 미흡으로 차륜, 레일의 

마모, 소음, 분진 발생 등 운용 및 유지보수 측면

에서 애로점을 안고 있는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만

성적 현안을 고려하면 기존 철도차량의 자기조향

성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동조향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실용화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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