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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를 이용한 3-Piece 마찰 웨지 댐퍼가 장착된 화차의 동특성 해석

Dynamic Characteristic Analysis of 3-Piece Freight Vehicle with 

Wedge Friction Damper Using ADAMS

이철형·한명재·박태원*

Chul-Hyung Lee·Myung-Jae Han·Tae-Won Park

1. 서 론

3-piece 마찰 웨지 댐퍼를 적용한 화차는 미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150년 이상 이용되었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

지도 여전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화물수송 방식 중에 하나이다. 3-piece 마찰 댐퍼는 레일의 불규칙으로부터 일어나는 진동이

나, 곡선 선로에서 선회 시에 나타는 무게 쏠림을 볼스터와 웨지형의 구조 마찰로 감쇠시켜 안정성을 유지시켜준다. 3-piece 마

찰 웨지 댐퍼를 장착한 화차의 해석을 위해 Gardner 등[1]은 단순화된 두 개의 마찰 웨지 댐퍼 모델을 제시하였고, Sperry[2]는

웨지 댐퍼 대차를 NUCARS로 모델링하고, 이를 실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Ballew[3]는 MATLAB을 이용해 마찰 웨지를 구

현하고, NUCARS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Sun 등[4]은 3-piece 대차를 VAMPIRE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

행하였다. Harder[5]는 최초로 ADAMS/View를 이용하여 3-piece 마찰 웨지를 모델링하였다. 하지만 이는 ADAMS/View에서

모델링한 것을 그대로 Rail에 적용만 시켰을 뿐 안정성 해석까지 진행되지 못했으며, 볼스터-웨지 사이의 좌우 방향 마찰 웨지

포스를 구현해주지 못했다. 현재까지는 ADAMS를 이용하여 3-piece 마찰 웨지 포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경

우가 없어 안정성 해석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DAMS/View와 Rail을 이용하여 3-piece 마찰 웨지 댐퍼

를 모델링하고, 이 3-piece 마찰 웨지 댐퍼가 적용된 화차의 안정성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ADAMS/View에서 볼스터

와 사이드프레임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으로부터 3-piece 마찰 웨지를 구현해 낼 수 있는 변수들을 만들었다. 이때, ADAMS/

View를 이용한 이유는 화차를 구성하는 여러 파트들 없이도 필요한 파트들만으로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재연하기에

Abstract In this work, an independent-load friction wedge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ADAMS/View program

to predict the performance of a freight vehicle with a bogie employing a 3-piece friction wedge. The friction wedge

model can generate friction according to lateral and vertical directions of the bolster. The developed friction wedge

model was applied to the ADAMS/Rail vehicle model, and results of the dynamic analysis showed a critical speed of

210km/h. In the linear safety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lateral and vertical limit of acceleration of the vehicle

were satisfied based on UIC518. In the 300R curve line, the application speed was 70km/h, which was satisfied with the

limit acceleration of the car-body and bogie based on UIC518. Also, the developed model satisfied the wheel loading,

lateral force and derailment coefficient of “The Regulations on Safety Standards for Railway Vehicles”

Keywords : Friction wedge, Dynamic analysis, Critical speed, Safety, UIC518

초 록 본 연구에서는 3-piece 마찰 웨지 화차의 주행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ADAMS/View에서 독립하중 마찰 웨지

모델을 개발하였다. 마찰 웨지 모델은 볼스터의 좌우, 수직방향에 따른 마찰을 각각 구현해줄 수 있다. 개발된 마찰 웨

지 모델은 ADAMS/Rail 차량 모델에 적용하여 동역학 해석 결과를 얻었다. 대상차량은 임계속도 210km/h를 가진다.

직선 안정성 해석에서 UIC518에 근거해 차체의 횡, 수직방향 한계 가속도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00R 곡선에

서 해석 적용 속도는 70km/h로 UIC518에 근거해 차체, 대차의 한계 가속도에 만족하였다. 또한 “철도차량 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의 윤중감소율, 횡압, 탈선계수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마찰 웨지, 동역학 해석, 임계속도, 안정성, UIC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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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개발된 웨지 마찰은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볼스터의 좌우, 수직 방향에 대한 마찰을 각각 구현해줄 수 있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ADAMS/Rail에 적용하여 ADAMS/View와 Rail의 결과값을 비교함으로써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

인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3-piece 마찰 웨지 댐퍼가 적용된 화차의 임계속도 해석, 직선 안정성 해석 및 불규칙 곡선반경 300R

에서 안정성 해석을 진행하였다.

2. 3-piece 웨지 마찰 댐퍼 화차 동역학 모델

2.1 3-piece 웨지 마찰 댐퍼 이론적 배경

3-piece 웨지 마찰 댐퍼에서 차량의 무게는 볼스터에 실리게 되는데, 불규칙 선로나 선회 시에 나타나는 무게 쏠림으로부터

스프링으로 지지되고 있는 웨지와 볼스터 사이의 마찰과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의 수직 마찰로부터 진동을 저감시켜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3-piece 웨지 마찰 댐퍼의 종류는 Gardner 등[1]이 제시한 (a) 가변감쇠(Variable damping)와 (b)

상수감쇠(Constant damping)로 Fig. 1에 나타내었다. (a) 가변감쇠는 볼스터와 웨지가 각각 독립적인 스프링을 가지고 있는 것

이 특징이며, (b) 상수감쇠는 볼스터-웨지 사이에 이미 프리로드 된 스프링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수감쇠 모델은 볼스터-웨

지 사이에 프리로드 된 스프링 힘을 상수 힘으로 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가변감쇠 모델보다 모델링하기에 용이하며, 이전에 모

델링된 사례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변감쇠 모델을 선정하였다. 3-piece 웨지 마찰 댐퍼는 사이드프레임의 배치 상태에 따

라 Fig. 2와 같이 (a) 토인(toe-in), (b) 토아웃(toe-out) 형식을 가진다. (a) 토인(toe-in)은 웨지와 사이드프레임 사이의 상위 간격

이 하위 간격보다 더 크며, (b) 토아웃(toe-out)은 반대로 하위 간격이 상위 간격보다 더 크다. 본 연구에서 사이드프레임의 배

치 상태는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의 마찰이 일정하게 작용할 수 있게 상하 간격이 같은 토제로(toe zero) 형태를 선정하였다. 

2.2 3-piece 웨지 마찰 댐퍼

2.2.1 3-piece 웨지 마찰

본 연구에서 3-piece 웨지 마찰 댐퍼 모델은 볼스터에 차체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 모델링 하였다. Fig. 3은 웨지 마

찰의 자유 물체도로 볼스터의 로딩, 언로딩에 따른 마찰을 나타낸다. Fig. 3으로부터 웨지에 작용하게 되는 힘은 볼스터-웨지 사

이의 노멀 포스와 빗면 마찰,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의 노멀 포스와 수직 마찰, 웨지를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의 힘 다섯 가지

Fig. 1. Dynamic model of 3-piece wedge friction damper.

Fig. 2. Toe-in and Toe-out sideframe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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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다섯 가지 힘은 식(1)과 같이 주행방향과 수직방향(x, z-axis) 식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고 로딩, 언로딩 상태에 따라

식(1)은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의 수직 마찰력 식(2)로 정리할 수 있다. 

(a) Loading Case   (b) Unloading Case

(1)

(2)

2.2.2 3-piece 웨지 마찰 댐퍼 모델링

앞서 유도된 웨지에 작용하게 되는 힘, 식(2)를 이용하여 마찰 웨지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를 개발하기 위해 ADAMS/

View에서 모델링하였다. 볼스터의 로딩, 언로딩 상태에 따라 작용하게 되는 힘을 나타내기 위해 ADAMS/View에서 시뮬레이션

을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1/4모델로 사이드프레임과 볼스터,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값과 시뮬

레이션은 Fig. 4와 같다. 사이드프레임은 그라운드에 고정된 상태고, 볼스터는 수직방향 자유도만 남겨두었다. 볼스터와 사이드

프레임 사이에 수직방향 조인트 모션을 이용하여 볼스터를 상하로 10mm씩 모션을 주어 로딩, 언로딩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였

다. 마찰은 모두 쿨롱(Coulomb) 마찰로 볼스터-사이드프레임,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의 마찰계수는 0.3으로 고정하였으며, 웨

지 앵글과 웨지를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의 수직방향 강성은 제작사에서 제공받은 값을 이용하였다. 웨지 지지력(wedge support

force)은 ADAMS/Rail에 열차 모델 프리로드 시 웨지를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에 걸리는 힘으로 그 값은 8000N이다.

Fig. 5는 STEP5 함수를 이용하여 볼스터의 로딩 상태에 따른 스위치로 볼스터-사이드프레임의 수직방향 속도 변화에 대해

+1, -1 값을 출력하는 로딩 스위치를 만들어주었다. 이 스위치를 이용하여 볼스터의 로딩, 언로딩에 따른 웨지-사이드프레임 사

이의 수직 마찰력의 방향을 표현해줄 수 있다.

S αsin μS αcos+ N μF+=

F Scosα μS αsin–=

S α μS αcos–sin N μF–=

F Scosα μS αsin+=

μF∴ μN
cotα μ–

1 μ
2

+

-------------------= μF∴ μN
cotα μ+

1 μ
2

+

-------------------=

Fig. 3. Free-body diagrams of the friction wedge force.

Fig. 4. Wedge force model simulation in ADAMS/view.  Fig. 5. Loading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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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View에서 로딩 상태에 따른 웨지의 마찰력을 계산하기 위해 세 개의 상태변수(State Variables)와 한 개의 단일분력

(Single Component Force)을 만들어주었다. 1번 변수는 앞서 설명한 로딩 스위치이며, 2번 변수는 Fig. 3으로부터 유도된 식(2)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 수직 마찰식을 로딩 상태에 따라 계산하는 변수이다. 로딩, 언로딩 상태에 따라 식(2)에서 다른 점은 오

른쪽 분모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cotα) 뒤에 로딩 상태에서는 -µ, 언로딩 상태에서는 +µ가 되는 것이다. 이 서로 다른 부호

는 앞선 1번 변수 로딩 스위치를 이용해서 나타내줄 수 있다. 마지막 변수인 3번 변수는 웨지를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의 강성

에 스프링 변위의 곱으로 수직방향 스프링의 힘을 나타낸다. 이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볼스터에 작용하게 되는 힘을 단일분

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단일분력은 볼스터에 작용하게 되는 힘으로,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의 수직 마찰력과 웨지를 지지

하고 있는 스프링 힘의 합이다. 이때,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의 수직 마찰력은 로딩 상태에서는 윗방향으로, 언로딩 상태에서

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번 변수 로딩 스위치를 이용해서 수직 마찰식의 방향을 나타내주었다.

Fig. 6은 볼스터의 로딩, 언로딩에 따라 작용하게 되는 힘으로 위에서 단일분력,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의 수직 마찰력과 웨

지 스프링의 힘이 합쳐진 값이다. 로딩 상태에서 볼스터에 작용하는 힘은 윗방향으로 가해지고, 언로딩 상태에서는 웨지-사이드

프레임 사이의 마찰력과 웨지 스프링의 힘이 로딩 상태와 반대로 작용하게 되어 아랫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된다. 시뮬레이션

으로부터 볼스터의 로딩 상태에 따른 웨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으며, 로딩에서 언로딩 상태로 바뀔 시에는 로

딩 스위치에 의해 웨지-사이드프레임 사이의 수직 마찰력의 방향을 바꾸어주어 볼스터에 작용하는 힘을 구현해줄 수 있다.

Fig. 7은 웨지-볼스터의 좌우 방향(y-axis) 마찰을 나타내는데 앞서 ADAMS/View에서의 시뮬레이션 된 함수식들은 마찰 웨

지 댐퍼의 볼스터-웨지 사이 좌우 방향 마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좌우 방향 마찰은 볼스터-웨지의 노멀 포스에 마찰계수를

곱한 값으로 식(1)로부터 유도하면 식(3)과 같다. 볼스터-웨지의 노멀 포스는 로딩, 언로딩 상태에 따라 값이 달라지게 되어, 좌

우 방향 마찰력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좌우 방향 마찰력을 구현해주는 함수식을 만들기 위해 위의 로딩 스위치와 같

이 STEP5 함수를 이용하여 볼스터-사이드프레임의 좌우방향 속도변화에 대해 +1, -1 값을 출력하는 좌우 스위치 Fig. 8을 만

들어주었다. 다음으로 식(3)으로부터 로딩, 언로딩 상태에 따른 좌우 방향 마찰력을 로딩 스위치와 좌우 스위치를 이용해서 Fig.

9와 같이 웨지-볼스터의 좌우 방향 마찰력을 구현해줄 수 있다.

Fig. 6. Vertical friction force in ADAMS/view.

Fig. 7. Lateral friction force configuration.  Fig. 8. Lateral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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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ding Case   (b) Unloading Case

(3)

2.3 동역학 모델링

2.3.1 차량 개념 설계안

3-piece 마찰 웨지 댐퍼가 적용된 화차를 ADAMS/View와 ADAMS/Rail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Fig. 10은 3-piece 웨지

마찰 댐퍼 캐드 모델의 분해도이며, 구성된 모델은 3량 1편성, 1량은 대차 2대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대차에는 2개의 윤축과 사

이드프레임, 볼스터, 4개의 웨지형 마찰 댐퍼로 이루어졌다. 2차 현가장치는 볼스터를 지지하는 8개의 공기스프링과 웨지형 마

μS
μ N μF+( )
αsin μ αcos+

--------------------------------= μS
μ N μF–( )
α μ αcos–sin

-------------------------------=

Fig. 9. Lateral friction force in the ADAMS/view.

Fig. 10. Dynamic car model of 3-piece bogie.

Fig. 11. Dynamic model of 3-piece bogie.

Table 1. The mass and the moment of inertia.

Car-body

Mass(kg) 62,800

Inertia

x 6,200

y 4,522

z 8,400

Bogie

Mass(kg) 3,570

Inertia

x 1,722

y 1,476

z 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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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댐퍼를 지지하는 4개의 공기스프링으로 이루어져 Fig. 11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본 모델에 적용된 동특성 정보는 제작사에

서 제공되었으며, 질량 및 관성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3.2 3-piece 웨지 마찰 적용

ADAMS/View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웨지 마찰을 구현하는 변수(variables)들을 ADAMS/Rail 대차 모델에 적용시켰다. 볼

스터와 4개의 웨지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 연결하여 웨지 파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웨지 마찰력이 작용되게 하

였다. ADAMS/Rail에 웨지 마찰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볼스터-사이드프레임 사이에 수직방향 조인트 모션을

이용하였다. 로딩, 언로딩 상태에 따라 결과는 Fig. 12와 같다. 또, 위에서 확인된 웨지의 좌우 방향(y-axis) 마찰력을 구현해주

는 변수들도 차량에 각각 적용하였고, 좌우방향 조인트 모션을 이용하여 Adams/View와 Rail에서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13

Fig. 12. Results of the vertical friction force in ADAMS/view and rail.

Fig. 13. Results of the lateral friction force in ADAMS/view and rail.

Fig. 14. Wheel and Rail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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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볼스터의 로딩 상태와 좌우 방향에 따른 웨지의 마찰의 결과이다. 마찰계수는 모두 0.3으로 고정하였다.

2.3.3 차륜, 레일 프로파일 정의

차륜 모델은 EN13715에 제시된 S1002 프로파일을 사용하였고, 선로 형상은 UIC60 프로파일, 레일 캔트는 1/20을 사용하였

다. 차륜의 모델과 궤도 모델의 단면 형상은 Fig. 14에 나타냈다.

3. 주행 안정성 해석

3.1 가진 응답(Step Input Response) 해석

임계속도 해석을 위해 가진 응답(Step Input Response)해석을 진행하였다. 불규칙도는 ADAMS/Rail에서 제공하는 불규칙도

를 적용하여 트랙은 직선으로 150m부근에서 200m까지 불규칙도가 적용되었으며, 그 이후 구간에는 불규칙도가 적용되지 않았

다. 임계속도는 차량의 비선형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는 해석으로 낮은 속도부터 증속시켜가며, 일정 가진 통과 후 차량이

수렴하지 못하고 헌팅(Hunting)을 일으키는 속도를 임계속도로 본다. 따라서 차량의 최고속도는 반드시 임계속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Fig. 15는 가진 응답 트랙의 불규칙도를 나타내며 Fig. 16은 윤축의 횡 변위를 시뮬레이션 하여 속도

210km/h까지는 가진 통과 후 약 1초 내에 진동이 잘 수렴하지만, 220km/h에서 가진 통과 후 헌팅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직선 안정성(Safety) 해석

차량의 직선 안정성 해석을 위해 차체에 Fig. 17과 같이 여러 지점(Request)을 생성하여 가속도 값을 비교하였다. 안정성 평

가를 위하여 국제기준 UIC518을 기준으로 가속도계를 이용한 Simplified Method를 적용하여 설계 주행속도인 80km/h보다

10% 높은 88km/h에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Fig. 18에 가장 심하게 흔들리는 지점에서 평가값을 도출했다. 불규칙도는 대

구 경보 선로에서 실측한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차체의 횡 방향 한계 가속도는 3.0m/s2, 수직 한계 가속도는 5.0m/s2으로 기준

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5. Irregularities of rail profile. Fig. 16. Results of the step input response analysis.

Fig. 17. Measuring points of car-body for the safe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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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선 선로 주행 안정성 해석

4.1 해석 궤도

심사용 곡선구간 주행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불규칙 S곡선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9는 S곡선 선로 모델로 곡선 반

경 300m, 원곡선 길이 200m, 캔트량은 142mm로 하였다. 궤도 모델에 적용된 불규칙도는 ADAMS/Rail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를 적용하였다.

4.2 주행 안정성(Safety) 해석

곡선 주행 속도는 곡선반경 300R에서 제한 속도인 60km/h보다 약 15% 높은 70km/h로 등속 주행하였다. 주행 안정성 평가

는 UIC518에 근거해 차체, 대차의 한계가속도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절 주행 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차체

는 Fig. 17 세 지점의 가속도 값을 대차는 Fig. 20 네 지점의 가속도 값을 측정하였다. 대차의 횡 한계 가속도는 식(4)로 계산

Fig. 18. Results of running behavior analysis.

Fig. 19. Design track.

Fig. 20. Measuring points of bogie for the safe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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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진다. 차체의 횡,수직 한계 가속도는 각각 2.6m/s2, 3.0m/s2이며, 대차의 횡 한계 가속도는 11.286m/s2이다. Fig. 21은 차체

의 횡, 수직 가속도, Fig. 22는 앞, 뒤 대차의 횡 가속도로 여러 지점 중 가장 큰 가속도를 가지는 지점의 평가값을 도출하였다.

차체, 대차의 가속도 평균값 및 피크값이 모두 한계가속도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Mb: the mass of bogie) (4)

주행 안전기준 제30조 윤중감소율은 빈도누적확률이 100%인 경우 50%, 0.1%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제31조

횡압은 식(5)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탈선계수는 식(6)로 계산되어지며, 곡선반경 250m 이상인 구간에서 1개의 차

륜에서 빈도누적 확률이 100%인 경우 0.8까지 허용, 0.1%인 경우 1.1까지 허용한다. 결과 그래프는 Fig. 23과 같이 한 량의 왼

y··( )
lim

12
M

b

5
-------–=

Fig. 21. Car-body results of running behavior analysis.

Fig. 22. Bogie results of running behavior analysis.

Fig. 23. Numbering of the wheel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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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휠 결과만 나타내었다. Fig. 24는 윤중감소율로 최대가 약 35%로 안전기준에 만족하며, Fig. 25는 횡압으로 식(5)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Fig. 26은 탈선계수로 식(6)에 의해 최대 이탈계수가 약 0.55로 허용기준에 만족한다.

 (Y: 1축당횡압(kN), P: 축중 (kN) (5)

탈선계수 =  (Y: 횡압, Q: 윤중) (6)

Y
P

3
--- 10+⎝ ⎠
⎛ ⎞a=

Y

Q
----

Fig. 24. Results of the wheel unloading.

Fig. 25 Results of the wheel later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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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DAMS/View와 Rail을 이용하여 3-piece 마찰 웨지 댐퍼가 적용된 화차를 모델링하여 동특성 해석을 진행하

였다. 본 화차 모델의 동특성 정보는 모두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델링 되었다. 3-piece 웨지 마찰은 먼저

ADAMS/View에서 볼스터와 사이드프레임을 모델링하여 웨지 마찰을 구현할 수 있는 변수들을 개발하였다. 이 개발된 웨지 마

찰은 볼스터의 좌우방향, 수직방향 움직임에 대해 각각의 마찰력을 구현해줄 수 있다. 이 웨지 마찰을 구현할 수 있는 변수들

을 ADAMS/Rail 화차 모델에 적용하여 View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3-piece 마찰

웨지 댐퍼가 적용된 화차의 동역학 해석 결과, 가진 응답 해석을 통해 210km/h의 임계속도를 가지며, UIC518의 차체 가속도

계를 이용한 분석 방법 Simplified Metho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계치에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곡선 선로 주행

해석에서는 불규칙 300R에서 제한속도보다 약 15% 높은 70km/h 속도로 주행하였다. UIC518에 근거해 차체, 대차의 한계 가

속도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30~32조) 윤중 감소율, 횡압, 탈선계수에 만족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ADAMS를 이

용하여 3-piece 마찰 웨지 댐퍼 모델을 개발하고, 주행 안정성 해석까지 진행된 경우는 최초로 본 논문이 3-piece 마찰 웨지 화

차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차후에는 쿨롱(Coulomb) 마찰, 정적-동적(Static-Dynamic) 마찰,

지수(Exponential) 마찰 각각에 대해 모델링하여 주행 안정성 해석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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