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3

경찰 오토바이 시뮬 이터의 동역학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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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동 순찰  오토바이 가상훈련 시스템 구 의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PC를 기반으로 한 모터사이

클 시뮬 이터를 개발하 다. 모터사이클 시뮬 이터를 실감 있게 직  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기 

해서는 운 자와 시뮬 이터 사이에서 상호 신뢰성 있는 신호의 달  조작 느낌이 요하다.  이를 해서 실차

와 동일한 조작 느낌을 생성하기 하여 실차의 각 서 시스템이 모터사이클 시뮬 이터에 그 로 용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 자에게 실감 있는 조작 느낌

을 제공할 수 있는 피드백 큐 생성 방법을 개발하 다. 차량 동역학은 차량 시뮬 이터에 탑승한 운 자가 운  

 조작하는 조향 휠, 가감속 페달 등으로부터 입력을 받아 실시간으로 차량의 운동을 측하고, 그 결과를 

시각, 음향 시스템에 달하여 필요한 시각  운동 큐를 생성  하는 시뮬 이터의 심요소이다. 시뮬 이

션 동역학 주요 요구내용에 해 정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PC - based motorcycle simulator based on the development technology of the virtual 

patrol motorcycle training system. In order to get the impression that the motorcycle simulator is operating in a 

realistic way, it is important to have a reliable signal transmission and operation feeling between the driver and the 

simulator. In order to achieve this, we developed a system that can apply the sub-systems of the actual vehicle to the 

motorcycle simulator in order to generate the same operation feeling as the actual vehicle. Based on these results, We 

have developed a method for generating a feedback queue. Vehicle dynamics simulates real-time vehicle motion by 

receiving input from a steering wheel, accelerating / decelerating pedal, etc. operated by a driver on a vehicle simulator 

and transmitting the result to a visual and acoustic system, It is the central element of the simulator to generate. I 

want to summarize the main requirements of simulation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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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사회에서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신속하게 응하기 한 경찰 기동순찰 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그  해결책 의 하나가 경찰 오토바

이의  시뮬 이터 개발이다. 왜냐하면  기동순찰 원

의  훈련은  실 심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매

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상황을 고려한 훈련

용  오토바이 가상훈련 시스템이 요구된다. 량이 

400Kg이상인 경찰 오토바이를 사 교육 없이 사용하

는 것은  험한 교육방법이며 그동안 많은 문제 을 

안고있는 안이다. 기동순찰 원을 양성하기 해서

는 운  연습기능, 일반 순찰기능, 긴 상황 등 기 

응훈련까지  모두 실 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재 

훈련용 오토바이 시뮬 이터는 차량 시뮬 이터에 비

해 기술력이 뒤져있지만 후자에서 연구된 내용을 

자의 시스템 개발에 용한다면 부분  활용될 것으

로 사료된다. 

일본의 혼다는 운 교육용 시뮬 이터를 개발하

으며  자연스러운 코 링의 실 과 가감속에 이

어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실 하는 피치운동

을 생성하는 등 안 운 에 필요한 다양한 시나리

오를 갖춰 교육용으로 합하도록 개발된 시뮬 이

터이다. 운  교육용 시뮬 이터는 가상의 시뮬 이

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운 경험을 안 하게 수행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일본 시뮬 이터의 경우 교

육용인 반면 유럽의 자유도 모션 베이스 기반의 

MORIS 시뮬 이터는 새로운 오토바이의 로토타

입이다. 

Ⅱ. 시뮬 이터 동역학

2.1 시뮬 이터 동역학

차량 동역학은 차량 시뮬 이터에 탑승한 운 자가 

운   조작하는 조향 휠, 가감속 페달 등으로부터 

입력을 받아 실시간으로 차량의 운동을 측하고, 그 

결과를 시각, 음향 시스템에 달하여 필요한 시각  

운동 큐를 생성  하는 시뮬 이터의 심요소 이다.

시뮬 이션 동역학 주요 요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 라미터  조작부의 작동 데이터로부터 싸

이카의 운동특성을 모사하기 한 동역학  모델

링을 통하여 싸이카의 상태를 출력하여야 한다.

② 운 자의 자세에 따라서 운동특성이 달라지는 싸

이카의 동특성을 잘표  해야 하며 심한 롤링, 

한 출발에 의한 앞바퀴들림, 운 자 상체 움직임

의 향과 바퀴의 자이로스코  효과들이 동역학

으로 시뮬 이션 로그램에 표 되어야 한다.

③ 엔진의 시동, 가속성능, 조향특성, 엔진회 속도, 

주행속도 등을 포함한 운행의 기본 과정  성능

을 실제 싸이카와 유사하게 모의하여야 한다.

표 1. 차량 동역학 구성요소
Table 1. Motorcycle driving device

Division Contens

E n g i n e 
Dynamics

Obtain the torque according to RPM in 
the rpm / thrust diagram.

Transmissio
n Dynamics

Clutch equations are included and can 
be used both manual and automatic. In 
case of manual, the characteristics of 
anti-clutch and engine brake are 
available.

Suspension 
Dynamics

Suspension modeling and dynamic 
analysis of vehicles

S t e e r i n g 
Wheel

Calculation of turn rate by steering 
wheel

Accelation 
B r a k i n g 
Dyanmics

Analysis of driving performance of 
vehicle by operation input

C r a s h 
Dynamics

Rigid body modeling Determination of 
collision between vehicles Logic 
implementation Modeling of drawing 
state by ratio, eye, environment

사이카의 동역학은 일반 차량과 달리 운 자의 무

게 심에 따라 변화가 심합니다. 이런 동특성을 시뮬

이터에 반 하기 해 운 자의 무게 심을 측정하

고 치등을 악하여 사이카의 동역학에 반 한다.

그림 1. 동역학 시뮬 이션에 따른 오토바이의 거동 
변화

Fig. 1 Change of motorcycle behavior by dynamic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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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이로스코  효과

오토바이 시뮬 이터를 제작할 때에는 오토바이 차

체 량이 가벼워 운 자의 자세가 운동에 향을 미

치기 때문에 심한 롤링, 한 출발에 의한 앞바퀴 들

림, 운 자 상체 움직임의 향과 바퀴의 자이로스코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토바이를 모델링함

에 있어서 차체와 운 자의 하체를 포함한 무게 심

에 좌표의 심을 두고, 방을 X 축, 우측을 Y 축 

 아래 방향을 Z 축으로 정한다. 운 자가 상체를 

움직이면 체 무게 심이 변화하므로 별도의 질량으

로 보고 상체 자세에 따른 성력과 변화하는 성능

률은 반 하지만 체 무게 심의 이동은 그 양이 작

다고 보아 무시한다.  차체의 무게 심에 한 각 방

향의 병진운동과 회 운동, 앞바퀴 완충기 변 , 뒷바

퀴 완충기 변 , 앞바퀴의 회 , 뒷바퀴의 회 , 엔진

의 회 을 포함하면 자유도는 향상된다.  오토바이 차

체는 완충기를 통하여 각각의 바퀴와 연결된다. 차체

에 직  작용하는 힘은 력, 공기 항력  완충기를 

통하여 달되는 힘과 모멘트이다. 바퀴가 완충기를 

통하여 차체에 연결되기 때문에 바퀴의 운동을 기술

하려면 별도의 질량과 스 링, 퍼(damper)를 갖는 

동력학 모델을 가정한다. 바퀴를 제외한 차체와 탑승

자의 질량을 스 링으로 지지되는 질량이라는 뜻으로 

스 링 질량(spring mass) 라고 하며, 바퀴 동력학에 

용되는 질량을 언스 링 질량(unspring mass)라고 

부른다.

2.3 오토바이 동역학  구성

오토바이의 동역학  구성을 나타내며, 각 구성에 

미치는 요소로 모멘트,공기력과 공력 모멘트, 바퀴의 

워, 캐스터 과 캐스터 옵셋, 킹핀 경사각과 킹핀 

오 셋, 캐스터와 캠버 등에 한 내용을 고찰하면 다

음과 같다.

1) 모멘트 방정식

운동방정식이 차체 좌표계로 표 되어 있으므로 외

부 힘과 외란을 이 좌표계로 변환하여 사용하는데, 먼

 언스  매스(unsprung mass)에 한 외부 힘은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1-5].

  sin
  cossin

 coscos        (1)
여기서

Fa : 공기력

Fw : 바퀴에 작용하는 힘

G: 력 가속도

모멘트 방정식은 식 (2)와 같다.

   cossin
    sin
    

cossin                  (2)
여기서

Ma : 공기 모멘트

Ms : sprung mass에 타이어로부터 달되는 모멘트

 


cossin



 


cossin   

        (3)

여기서

fz[i] : 휠(바퀴) 물리력

fj(i) : 젝킹 물리력(Jacking force)

susp(i) : 완충기에서의 쿨롱 마찰력과 탄성력, 역

피치(anti-pitch), 역롤(anti-roll) 물리력 등이다.

FSW(i) : 언스  질량(usprung mass)

2) 공기력과 공력 모멘트

공기력에 실험 으로 구해진 공력미계수를 쓰며, 

공력미계수 에 그 향이 작은 인자를 제외하면, 식 

(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5-7].

여기서

  

    

                        (4)

Cx0 : 받음각에서의 x방향 공력계수

Cy0 : 받음각에서의 y방향 공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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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0 : 받음각에서의 z방향 공력계수

SF : 오토바이의 정면 투사 면

그리고

δCx : 받음각에 의한x방향 공기력 증가량

Cyp : 롤 각속도에 의한 측력

Cyr : 요 각속도에 의한 측력

Cza : 받음각에 의한 양력율

Czq : 피치 각속도에 의한 양력 증가율

한 여기서 pr, qr, rr 은 바람에 상 인 동체의 

각속도이며, 식 (5)와 같다.

 



 



 


                    (5)

여기서 ur 은 동체에 한 바람의 방향 x 상  속

도이며, pw, qw, rw는 동체에 한 바람의 각속도이

다. 동압은 식 (6)과 같다.

 


                                  (6)

여기서 V는 동체에 한 바람 속도이며 공기 도

는 상수로 보았다. 공력 모멘트 식은 식 (7)과 같다.

         

       

            (7)

여기서

Clp : 롤 각속도에 의한 롤랄 모멘트 미계수

Clr : 요 각속도에 의한 롤렬 모벤트 미계수

Cma : 받음각에 의한 피칭 모멘트 미계수

Cmq : 피치 각속도에 의한 피칭 모멘트 미계수

Cnp : 륜 각속도에 의한 요잉 모멘트 미계수

Cnr : 요 각속도에 의한 요잉 모멘트 미계수

그리고

 

  

 

  

  

 
             (8)

여기서

VLEN : 오토바이 차체의 특성 길이

DCG : 차체의 무게 심과 공기 역학  심 간의 거리

ZI : 기 무게 심의 Z 방향 치

3) 휠 물리력

조향작용을 하는 앞바퀴는 스티어링 클과 함께 

킹핀축을 심으로 좌우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차가 

달릴 때는 항상 바른 방향을 유지할 것과 스티어링 

휠 조작이나 노면의 반발력 등에 의해 진로가 흔들려

도 직진상태로 신속하게 복원되는 성질도 갖추어야 

한다. 한 가볍고 빠른 스티어링 휠의 조작과 정확성

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해서 앞바

퀴는 킹핀 경사각, 캐스터, 캠버, 토인의 4가지, 뒷바

퀴는 캠버와 토인의 두 가지 얼라인먼트가 있다.

그림 2. 타이어의 좌표계
Fig. 2 Coordinate system of tires

 이 요소들은 정지상태에서 일정한 값을 갖지만 차

체의 운동 상황과 서스펜션 형식에 따라 곡선 인 변

화를 한다. 이런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드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이 최  과제다. 바퀴의 힘은 측력 fs(i), 

원주 방향의 힘(circumferential force) fc(i), 반경 방

향의 힘(radial force) fr(i)으로 나 어진다. 그림 2에 

타이어의 좌표계가 나타나 있는데 일반 으로 타이어 

회 면과 진행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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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타이어 경사각은 타이어 캠버(camber)라고도 

말하지만 부호가 서로 다르다.

4) 캐스터 과 캐스터 옵셋

캐스터 은 킹핀 는 조향축의 연장선이 지면과 

만나는 이고 타이어의 지  O와 거리를 캐스터 

옵셋(caster offset)이라 한다. 캐스터 옵셋은 리이드

(lead), 트 일(trail)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타이

어의 지 이 항상 캐스터 을 따라 이동한다는 의

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주행  차에 직진성 는 방향 안정성을 부여한다.

- 회 시 핸들에 복원력을 다

- 캐스터를 이용하여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한다.

- 캐스터가 무 크면 핸들이 무겁고 노면의 충격이 

커진다.

5) 킹핀 경사각과 킹핀 오 셋 

킹핀 경사각은 앞바퀴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킹핀

축의 기울기(스트러트 톱 마운트 심과 로어암 볼 

조인트 심을 통과하는 연 직선)가 안쪽으로 경사지

게 달려 있는데 여기서 노면의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를 말한다.  만약 킹핀이 바퀴의 심선에서 벗어나 

수직일 경우 가속이나 제동 때 타이어에 작용하는 앞

뒤 방향의 힘이 킹핀축을 심으로 토크를 발생시켜 

스티어링 휠에 충격과 주행 불안정을 가져온다.

일반 으로 FF방식은 (-)오 셋, FR방식은 (+)오

셋으로 설정되어 있고 차의 용도, 무게에 따라 -18

∼+20mm 정도의 범 에 있다.

최근에는 조종안정성이 좋아지는 (-)오 셋을 많이 

쓰는데 (1) 이킹 때 킹핀 경사에 의해 클 주

에 모멘트가 생겨 (+)오 셋이면 토 아웃, (-)오 셋

이면 토인의 원인이 된다. 이 모멘트에 의한 토 변화

를 억제하기 해 타이로드에 힘이 걸린다. 오 셋이 

(+)에서 (-)로 이동할수록 서스펜션의 링크에 걸리는 

제동력 반  방향의 힘이 어들고 제동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게 된다.

킹핀 오 셋이 클수록 모멘트가 커지고 좌우 바퀴

의 제동력이 같지 않으며 스티어링 휠 조작이 불안

정하다. 그러므로 오 셋을 가능한 게 하는 것이 좋

다. 한 네거티 가 될수록 불균형한 제동 토크를 바

로잡고 카운터 스티어링 효과에 의한 제동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원리와 장 들을 무시하고 휠을 

교환할 때 넓은 트 드만을 목 으로 휠 오 셋을 

의 것보다 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휠 오 셋을 

이면 킹핀 오 셋이 (-)에서 (+)로 되거나 더욱 (+)

로 변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따라서 휠을 교

환할 때는 반드시 달려 있던 것과 같은 휠 오 셋을 

선택해야 한다.

Ⅲ. 시뮬 이터 동력 달

3.1 동력 달 방법

통상  동력 달 방법은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클

러치를 거치고 다시 변속기와 체인을 거쳐 뒷바퀴까

지 달된다. 운 자가 운  에 클러치 조작과 기어 

변속을 통하여 바퀴에 달되는 동력의 양을 조 하

여 원하는 토크와 바퀴 회 수를 만들고, 엔진은 액셀 

페달 변 에 따라 공연비와 연료 유량이 변화하여 토

크와 회 수가 결정된다.

그림 3. 기 의 성능 곡선
Fig. 3 Performance curve of the engine

 즉, 액셀 페달 변 에서부터 토크와 회 수가 변

화하는 과정에는 일계 미분방정식으로 표 되는 과도 

응답이 있지만 그 시정수가 불과 0.02  내지 0.07

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체의 성효과에 비한다면 무

시하는 경우가 있다. 엔진의 출력은 그림 3과 같이 표

되는 기 의 회 속도에 따른 출력 선도에서 찾는

다.  엔진 카탈로그에서 볼 수 있는 엔진 규격은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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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엔진 내부 성 모멘트, 연료소비율, 최고 출력, 

최고 RPM, 최고 토크와 최고 토크에서의 RPM 등이

다. 토크를 수식으로 표 하기 해서 식 (9)를 사용

한다.

max  
max                (9)

여기서

max  : 엔진 최  토크

  : 엔진 토크 최 일 때의 엔진RPM

j : 조정계수로 최  출력과 RPM 상 계에서 구

한다.  동력 달 방정식을 정리하면, 엔진에서의 출

력이 바퀴까지 달되는 과정을 운동방정식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클러치가 엔진과 연결되어 마찰을 

일으킬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10)

엔진의 성 모멘트에 회  각가속도를 곱한 가속 

토크 엔진 내부의 정지, 마찰 토크, 동  마찰  외

부 하 으로 구성된다. 동  마찰력은 보통 마찰계수

에 회 수를 곱하여 나타낸다. 외부 하 은 클러치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행 항을 말한다. 클러치

가 모터와 커 링이 되었지 않고 동  마찰을 유발할 

경우 외부 하 은 클러치와 엔진과의 마찰이 외부 하

에 동력을 달하게 된다. 클러치가 있는 동력 달 

장치에서 외부 하 은 식 (11)과 같다.




 
  


 

                (11)

주행 항은 가속 항을 제외하고 마찰 항, 공기

항, 구배 항이 있다. 실제로 주행 항이 클러치

에 걸리는 토크는 총감속비로 나 어야 그 값이 나온

다. 동력 달장치의 운동방정식에서 기조건으로 

립에서 기어 1단으로 변화하 을 때는 클러치에서의 

각속도와 바퀴의 각속도가 다같이 이다. 기어 1단에

서 2단, 혹은 2단에서 3단 , 3단에서 4단 등으로 변화

하면 클러치의 각속도는 총감속비에 바퀴의 회  속

도를 곱한 값이 된다. 이러한 기 조건은 기어 조작 

순간에만 일어나는 기 조건이므로 실시간 계산할 

때는 계속 이 조건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순 히 

기 조건만을 해 사용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어

가 고단에서 단에서 움직일 때도 같은 기 조건을 

사용하면 된다.

3.2 가변 성능률

오토바이는 운 자 체 에 비하여 량이 가볍기 

때문에 운 자 무게 심의 변화가 오토바이 운동에 

큰 향을 미친다. 오토바이와 운 자의 하체를 결합

하여 하나의 물체로 보고 운 자의 상체를  다른 

물체로 보아 성능률은 서로 합하여 계산한다. 모든 

성능률은 운 자 좌석에 고정된 좌표에서 계산하고, 

체 의 이동에 의해 변화되는 무게 심으로 평행 이

동한다. 

그림 4. 오토바이의 질량분포
Fig. 4 Mass distribution of motorcycles

오토바이 본체는 그림 4와 같이 앞바퀴, 뒷바퀴, 엔

진 그리고 핸들과 외피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운

자의 하체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바퀴를 반경 

R이고 두께 t 인 속이 찬 균일한 원 으로 볼 때 

성능률은 식 (12), (13), (14)와 같이 나타낸다.

 

 


                           (12)

 

 


                           (13)

 

 

                                (14)

  무게 심에 있던 바퀴가 앞바퀴, 뒷바퀴의 치

로 평행 이동하 다면 무게 심에 한 앞바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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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률은 앞바퀴 치로 평행이동 변환하여 식 (15), 

(16), (17)과 같이 나타낸다.

  




  

                 (15)

  




  

 
              (16)

  

 

  
 

                  (17)

한 무게 심에 한 뒷바퀴의 성능률은 바퀴 

치로 평행이동 변환하여 식 (18), (19), (20)과 같이 

나타낸다.

  




  

                 (18)

  




  

 
              (19)

  

 

  
 

                  (20)

여기서 meng는 엔진 질량 외피 질량  운 자의 

하체 질량을 합한 , 등가 엔진 질량이며, reng는 등가 

구의 반경이다. 한 xeng와 zeng는 무게 심에 한 

엔진 심의 좌표이다.  오토비이의 무게 심에 하

여 변화하지 않는 성능률은 각 성분별로 더하여 얻

어진다. 기 제원에 의하여 계산하면 실시간 루 에

서는 같은 값으로 사용한다. 오토바이에 운 자가 수

직으로 앉아있는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으로 틀어서 무게 심이 측정된다면 곧은 자세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좌표변환을 하여 성능률을 얻는

다. 상체의 형상을 타원통이라고 가정하고 타원통의 

바닥이 오토바이 좌석에 고정되어 공간에서 회 한다

고 가정하자. 좌표계로써 타원통의 심을 원 으로 

하고, 오토바이 방을 x축, 오른쪽 방향을 y축이라 

하고, 체 질량이 m이고, 길이 lb, 가슴 두께 a, 폭 b

인 타원통을 수직으로 앉은 곧은 자세라고 가정하면 

성능률은 식 (21), (22), (23)과 같다.

 

 



                           (21)

 

 



                           (22)

 

 


                            (23)

Ⅳ. 결  론

본 논문 연구는 기동 순찰 원들의 훈련을 

해서 실제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사고를 방할 수 있

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두 되었다. 더불어 기동 

순찰 에서 운 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량이 

400Kg 이상으로 사  연습이 없이 훈련을 하고, 

운  연습기능, 일반 순찰 기능, 긴  상황 등 

기 응능력까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

도록 하여 훈련생은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

을 습득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자 시뮬 이터의 필요성과 도입이 지속 으로 

요구되어 왔다.  경찰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서 요구되는 훈련용 오토바이 가상훈련 시스템

으로 운 자에게 실감 있는 조작 느낌을 제공

할 수 있는 다단계 축 운동 시스템을 반 한 오

토바이 시뮬 이터를 제안하고 구 하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근거하여 오토

바이 시뮬 이터 동역학을 구 한 내용에 하

여 운동시스템에 부분에서는 모션베이스 장치, 

운동시스템 자유도, 모션베이스 롤과 피치 설정 

범 , 모션베이스 비상정지 버튼 등의 수용여부

와 동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상  음향 시스템 부분에서

는 상 스크린 장치, 상 장치 시계 범 , 오

토바이의 엔진음과 주변 차량  효과음을 보다 

사실 으로 재 여부 하기 스피커 설치  동작

여부, 교 과의 통신 여부, 효과음 수신여부, 블

루투스 스피커 동작여부 교   제 시스템

(경 등 앰  시스템, 카메라 시스템, 교  통제

부), 소 트웨어 구성 등의 평가와 련해서도 

수용여부  동작 여부를 확인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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