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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국가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지역간 철도차량의 합리적 연계 

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녹색성장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철도차량의 기술 

확보는 날로 중요 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세계 철도기술 발전에 발맞춰 철도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선형 액추 

에이터를 철도차량의 횡 방향 댐퍼 대신에 

사용하여, 제어를 통한 객차 진동 저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이 새로운 형태의 철도 

차량은 곡선구간이 많은 우리나라의 철도 운행 

에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철도 차량 

이 곡선구간 출입 구간에서 심한 진동을 경험 

하며, 이는 승객 뿐만 아니라 수송물품에도 

품질저하를 일으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철도차량의 직선 ⋅ 곡선구간 

수학적 모델 수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3] 직선 구간에서의 능동현가장치 탑재 

철도차량의 제어력에 의한 진동특성 연구가 

이루어졌다.[4]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를 

발전시켜 능동현가장치를 탑재한 철도차량의 

곡선구간에서의 수학적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제어해 봄으로써 곡선구간에서의 횡 방향 진동 

특성 분석을 수행 하고자 한다. 

2. 모델링 
 

곡선구간 철도차량의 수학적 모델은 선행 

연구된 9 자유도 직선구간 철도 차량 동적모델 

[2]을 기초로 하여 곡선구간에서 고려되어야 

Fig 1.External forces on Railway Vehicle on Curve 

할 외력을 추가하였다. 철도차량이 곡선구간을 

통과할 때는 곡선 외측으로 원심력이 작용한다. 

원심력은 실재하는 물리양은 아니나 측정 

센서의 설치 위치, 즉 운동방정식의 기준 좌표 

계의 위치가 물체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 

이기 때문에,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원심력이 고려되어 물체의 운동을 모사 

해야 한다. 

 또한 곡선구간의 원심력으로 인한 탈선 및 

철로의 부분적 마모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로에 경사면, 즉 캔트(Cant)가 존재 

하므로, 이로 인해 곡선 내측 횡 방향 성분으 

로 철도차량의 무게의 일부가 더해진다. Fig 1. 

은 곡선 구간에서 객차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적인 힘들을 표시하였다.  

- 캔트에 의한 추가 외력(중력): 

sin (1)ct tF mg        

- 곡선외측 추가 외력(원심력):  

곡선구간 능동현가장치 탑재 철도차량의  

제어에 따른 횡 방향 진동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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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는 철도차량의 속도 ( / )m s , R 은 곡선 

철로의 반경 ( )m ,
t 는 캔트 ( ) 를 나타낸다. 

위에서 설명한 ,ct gyF F 는 선행 연구의 객차의 

횡 방향 운동 방정식에 추가하여 곡선 구간 

운동을 모사할 수 있다.[2] 

 

3. 시뮬레이션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차량 속도에 따른 곡

선 선로의 적정 반경과 캔트를 설정하여 그 거

동을 모사하였다.[5] 진동 저감을 위한 제어 

방법으로써는 대형 차량 현가장치 제어로 주로 

사용 되는 스카이훅(Sky-hook) 제어 기법을 사

용 하였다.[6] Fig 2 는 기존의 제어력이 없는 

철도차량과 스카이훅 제어력을 가한 선형 액츄

에이터 탑재 철도차량 객차의 진동 특성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0 초에서 15 초 까지는 직선

구간을 나타내며 15 초부터는 곡선구간 진입, 

35 초는 이탈 시점이다. 진동 그래프를 통해 

철도차량의 거동은 직선 구간에서보다 곡선 구

간의 진입, 이탈 시 더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능동 현가장치를 통해 현저한 

진동 저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진동 가속

도의 최대치를 비교 하였을 때 약 22% 저감되

었다. Fig 3 은 객차 진동 가속도의 스펙트럼 

분석으로서, 승차감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저주

파 대역의 진동이 주로 저감된 것을 알 수 있

다. 

Fig 2.Passive & Controlled lateral Acc. of Car-body  

Fig 3.Frequency Spectrum of Car-body acceleration 

 

4. 결론 및 추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곡선구간에서의 철도 차량 

의 동적 거동을 모사하고 능동현가장치 철도 

차량을 제어하여 진동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승객의 승차 등, 모델링의 불확실 요소들까지 

고려한 제어 기법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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