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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소형궤도차량(PRT)의 내구성  주행안정성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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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T(Personal Rapid Transit) system is highly interested to meet a need for demand-responsive transport 
service and increasing demands of traffic in Korea recently. And it is being spotlighted as an eco-friendly transportation 
system. For these reasons, researches on the PRT system are actively undergoing in Korea.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static structural and fatigue strengths based on ASCE-APM standards and ERRI B 12/RP 17 by means of FE 
simulation. We also evaluate the running stability by multi-body dynamic analyses and the rollover safety by a 
theoretical static stability factor according to the road modeling scenarios for the PRT system.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firmed the durability and running stability of the Korean PRT under development.

Key words : Personal rapid transit(소형궤도차량), Static strength(정 강도), Fatigue strength(피로강도), Running 
stability(주행안정성), Static stability factor(정  안정 계수)

Nomenclature1)

g :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ay : lateral acceleration, m/s2

m : mass, kg
v : velocity, m/s
 : alternating stress, kgf/mm2

  : fatigue strength, kgf/mm2

 : mean stress, kgf/mm2

  : ultimate strength, kgf/mm2

n : fatigue safety index
t : wheel track, mm
h : height of gravitational center, mm

*Corresponding author,  E-mail: koojs@seoultech.ac.kr

F : reaction force, kgf

  : road gradient, rad
r : radius of curve, m

Subscripts

Max : maximum
Min : minimum
L : left side
R : right side

1. 서 론

 세계 으로 고효율, 친환경 녹색 교통시스템
에 한 수요와 소규모 맞춤형 교통수단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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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drawing of the Korean PRT

교통의 단 을 보완하고자 기존의 Mass-transit 개
념에서 벗어난 Para-transit 개념에 가까운 PRT(Per-
sonal Rapid Transit)시스템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1-4)

PRT 시스템은 설치비용이 지하철의 1/10, 경 철

의 1/3 정도로 경제 이며, 무인 자동운   탑승객

의 원하는 목 지까지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경로 

 최 의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논스톱으로 

주행이 가능하여 국내의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체

할 수 있는 신 교통시스템이다.
이러한 장 을 기반으로 재 유럽과 미국을 

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의 히

드로공항5)과 UAE의 마스다르시에서 상용노선을 
건설하여 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 인 운행구간이 없으며 순천만 인근에서 시범

운  이다.6)

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해외에서 운

되고 있는 PRT 시스템과 차별화 된 온라인 무선
, 4륜 조향, 자기센서기반의 무인 자율주행의 기
능을 갖춘 한국형 PRT 시스템 개발과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개발 인 한국형 

PRT차량의 모델을 지원 받아서 구조/피로강도  
주행/ 복안정성 평가를 진행하 다.

PRT 차량의 경우 국내외 으로 내구성 평가를 

한 독립 인 기 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Automated People Mover 
Standards7)

에 근거하여 연구하 다.

2. PRT 차체 임의 내구성 평가

2.1 평가기

ASCE - APM Standards에 근거하여 Table 1과 같이

Table 1 Performance test standard for ASCE-APM
Loading 

conditions Load calculation method Calcurated 
load

AW0
(Weight of an 
empty vehicle)

Weight of an empty vehicle 0.9
[ton]

AW1
(Design load)

AW0
+712[N] per passenger, multiplied 
by the design capacity

1.19
[ton]

AW2
(Maximum 

operating load)

AW0
+712[N] per Max. number of 
passenger

1.34
[ton]

AW3
(Crush load)

AW0
+5120[N/m2] per standee floor area
+712[N] per seat
+5120[N/m2] If luggage racks are 
provided

Table 2 Maximum operating load conditions by the ASCE-APM
Case Loads

①Lateral load AW2*0.24g 0.32[ton]

②Vertical load AW2*1.2g 1.61[ton]

③Longitudinal load AW2*0.34g 0.46[ton]

④Vertical & 
Compressive load

Vertical load AW2*1.2g 1.61[ton]

Compressive 
load AW0 0.9[ton]

Table 3 Normal operating load conditions by the ASCE-APM
Case Loads

①Lateral load AW1*0.24g 0.29[ton]

②Vertical load AW1*1.2g 1.43[ton]

③Longitudinal load AW1*0.25g 0.30[ton]

설계하 을 정립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Table 2, 3
과 같은 최 운 하 조건  일반운 하 조건을 

산출하 다.

2.2 차체 임의 유한요소모델

구조/피로강도 평가를 해 Fig. 2와 같이 shell요
소를 용한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 다. 재료의 
기계  성질은 Table 4와 같고, 유한요소모델의 제
원은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형해석
로그램은 Altair사의 Hyperworks Radioss8)를 이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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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 model of the Korean PRT bare frame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A6N01-T5

Tensile strength
[kgf/mm2]

Yield stress
[kgf/mm2]

Fatigue stress
[kgf/mm2]

Base zone Base 
zone

Weld 
zone

Base 
zone

Weld 
zone

27.5 22.9 11.7 7.14 3
Elastic  modulus

[kgf/mm2] Poisson's ratio Density
[kg/mm3]

7.0 × 103 0.33 2.7 × 10-6

Table 5 FE model data of the Korean PRT
Bare frame of the PRT

Number of nodes [EA] 111937
Number of elements [EA] 116705
Mean element size[mm] 12

2.3 최 운 하 조건을 이용한 구조강도 평가

Table 2의 4개의 하 과 이들을 조합한 3개의복합
하 에 한 구조강도평가를 실시하 다.
해석결과, Fig. 3의 횡방향 하 (lateral load)과 Fig. 

4의 종방향 하 (longitudinal load)에서의 최 등가

응력은 하부 임의 용 부에서 발생하 으며 

Fig. 5의 수직방향 하 (vertical load)과 Fig. 6의 수직
방향  압축하 (vertical & compressive load)에서
의 최 등가응력은 가장치 마운트 취부에서 발생

하 다.
Table 6에서와 같이 복합하  해석결과를 포함하

여 모두 용 부에서 최 등가응력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용 부 항복강도를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하

다.

Fig. 3 FEM result of the lateral load

Fig. 4 FEM result of the longitudinal load

Fig. 5 FEM result of the vertical load

2.4 일반운 하 조건을 이용한 피로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도시철도의 일반 인 피로

강도평가 방법 신 ERRI B 12/RP 179)에 근거한 

피로강도 평가를 실시하 다. 계산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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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EM result of the vertical & compressive load

Table 6 FEM results according to maximum operating load 
conditions of the ASCE-APM

Loading conditions Max. von Mises stress
(kgf/mm2)

Yield stress
(kgf/mm2)

①Lateral load 0.840 (weld zone)

11.7
(weld zone)

②Longitudinal load 0.925 (weld zone)
③Verticalload 3.895 (weld zone)
④Vertical load &

 Compressive load 4.105 (weld zone)

⑤Vertical load &
 Lateral load 4.368 (weld zone)

⑥Vertical load &
 Longitudinal load 4.074 (weld zone)

⑦ Lateral load &
 Longitudinal load 1.737 (weld zone)

① ASCE-APM의 일반운 하 조건 3종류에 한 
해석결과 각각의 주응력과 주응력의 방향을 구

한다.
② 최  주응력을 갖는 하 조건을 구하고 주응력

의 방향을 결정한다.
③ 이 단계에서 구해진 주응력방향으로 나머지 하

조건에서 얻어진 응력을 변환하고 최소주응력

을 계산한다.
④ 이 게 구해진 최 주응력과 최소주응력을 이용

하여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을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주요 에서의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을 계산 후 

식 (2)를 이용하여 피로안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maxmin ,  
maxmin  (1)

Fig. 7 Goodman diagram for the Korean PRT

Table 7 FEM results according to normal operating load 
conditions of the ASCE-APM

Element 
number

Max.
principal 

stress

Min.
principal 

stress
 

Fatigue
safety
index

412264 4.47 0.1 2.23 2.23 0.83
207544 4.45 -0.14 2.23 2.22 0.82
412265 3.70 0.21 1.85 1.85 0.68
411380 4.47 0.18 2.23 2.23 0.83
412069 3.54 -0.05 1.78 1.76 0.65

Fig. 8 High stress locations under the normal operating load 
conditions







 (2)

식 (2)에 의한 피로안 계수가 1보다 낮으면 무한
수명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피로안

계수가 높은 주요부분에 해 Table 7에 정리하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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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일반운 하 조건에 한 PRT 차체 
임의 주요부분에 한 Goodman선도를 나타낸 것
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주요부분은 용 부이며 

피로안 도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3. PRT 차량의 주행안정성 평가

3.1 평가기

PRT 차량의 차량의 주행안정성 평가를 해 ASCE 
- APM Standards에 근거하여 Table 8의 평가기 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 고려 인 PRT차량은 입석
(standing area)이 없이 모든 승객이 앉아있는 상태를 
고려하 다.

Table 8 Maximum sustained acceleration conditions by the 
ASCE-APM

Direction Standing Seated
Lateral ±0.10 g ±0.25 g
Vertical ±0.25 g ±0.25 g

Longitudinal normal ±0.16 g ±0.35 g
Longitudinal emergency ±0.32 g ±0.60 g

3.2 PRT차량의 동역학 모델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동  거동을 한 시뮬

이션으로서 신뢰성이 검증된 자동차 용 동역학 

해석 로그램인 ADAMS/CAR11)
를 사용하 으며 

차량의 제원은 Table 9와 같고 Fig. 9와 같이 모델을 
구성하 다.

Fig. 9 Adams/car model of the Korean PRT

Table 9 Specification of the Korean PRT
Item Data

Wheel base 2300mm
Wheel track 1200mm

Suspension (Front/Rear) Macpherson strut type
Steering system Four wheel steering

Tire size 155/70R13
Vehicle weight (Empty) 900kg

Vehicle weight (Full) 1,300kg

3.3 용노선의 시나리오

일반 인 도로의 평면선형은 승용차, 형트럭, 
버스 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의 설계속도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주행에 무리가 없도

록 직선, 원곡선, 완화곡선을 균형 인 길이  크기

로 일 성 있는 흐름을 갖도록 설계되고 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PRT 차량의 노선은 다른 
형태의 차량과 같이 주행하지 않는 용노선시스템

이다. 따라서 PRT 차량만의 특성을 고려한 용노
선 설계가 필요하다.

PRT 차량이 목표로 하는 설계최고속도  운행
최고속도는 각각 50km/h, 40km/h이다. 도로규정의 
완화곡선  완화구간 설치는 설계속도 60km/h 이
상의 도로에서는 완화곡선으로, 설계속도 60km/h 
미만에서는 완화구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
형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완화구간을 

완화곡선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PRT 차량 용노선의 경우 일반 인 도

로규정을 막연히 용하기 보다는 차량 주행특성을 

반 하여 용노선의 곡선반경을 최소화 한다면 건

설비를 감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속도에 따른 완
화구간의 길이는 설계최고속도 50km/h에 해당하는 
30m를 반 하 으며 그 이하의 20m, 10m, 그리고 
완화곡선이 아닌 완화구간 30m의 조건들에 한 해
석을 진행하여 최 의 용노선 조건을 찾고자 하

다.
이를 고려한 용노선 시나리오를 Table 10과 같

이 정리하 다. 운행조건은 가감속도 없는 50km/h
의 일정속도로 직선부-완화곡선  완화구간-원곡
선-완화곡선  완화구간-직선부로 구성하 으며 

공차상태  만차상태에 따른 곡선반경 80 ~ 90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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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Lateral accelerations of the all case
Max. Lateral acceleration Normal Lateral acceleration Theoretical lateral 

acceleration[g] Error[%] ASCE-APM 
limit[g]Empty car Full car Empty car Full car

Case1-1(R=90) 0.2202 0.2208 0.2183 0.2183 0.2187 0.18

0.25

Case1-2(R=85) 0.2335 0.2338 0.2313 0.2313 0.2316 0.13
Case1-3(R=80) 0.2476 0.2483 0.2456 0.2456 0.2460 0.16
Case2-1(R=90) 0.2207 0.2225 0.2182 0.2183 0.2187 0.18
Case2-2(R=85) 0.2333 0.2362 0.2312 0.2313 0.2316 0.13
Case2-3(R=80) 0.2476 0.2497 0.2456 0.2457 0.2460 0.12
Case3-1(R=90) 0.2212 0.2255 0.2183 0.2183 0.2187 0.18
Case3-2(R=85) 0.2341 0.2383 0.2312 0.2313 0.2316 0.13
Case3-3(R=80) 0.2484 0.2527 0.2456 0.2457 0.2460 0.12
Case4-1(R=90) 0.2222 0.2283 0.2183 0.2184 0.2187 0.14
Case4-2(R=85) 0.2354 0.2419 0.2312 0.2312 0.2316 0.17
Case4-3(R=80) 0.2505 0.2567 0.2456 0.2457 0.2460 0.12

Fig. 10 Lateral accelerations of Case 1 (empty vehicle) Fig. 11 Lateral accelerations of Case 1 (full vehicle)

Table 10 PRT road modeling scenarios

Straight 
section

Transition 
curve/part 

section
Circular curve

Case1-1

50m

Transition
curve 30m

R=90m
Case1-2 R=85m
Case1-3 R=80m
Case2-1

Transition
curve 20m

R=90m
Case2-2 R=85m
Case2-3 R=80m
Case3-1

Transition
curve 10m

R=90m
Case3-2 R=85m
Case3-3 R=80m
Case4-1

Transition
part 30m

R=90m
Case4-2 R=85m
Case4-3 R=80m

편경사 6% 조건으로 진행하 다. 그리고 타이어와 
노면사이의 마찰계수는 일반 인 아스팔트의 건조

한 상태에서의 마찰계수 1을 용하 다.

3.4 시나리오조건을 반 한 주행안정성 평가

해석결과를 Fig. 10 ~ 17과 Table 11에 정리하 으

며 모든 시나리오 조건에서 곡선의 추종성과 횡가

속도 한계를 만족하 다. 그리고 Case 1 ~ 3의 경우 
완화곡선을 용하 기 때문에 완화구간을 용한 

Case 4에 비해 최  횡가속도가 상 으로 낮은 경

향을 보이지만 그 차이는 매우 작은 편이며 원곡선

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거의 동일하 다.
공차조건과 만차조건을 비교하면 완화곡선  완

화구간 끝부분에서의 횡가속도가 원곡선의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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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ateral accelerations of Case 2 (empty vehicle) Fig. 13 Lateral accelerations of Case 2 (full vehicle) 

Fig. 14 Lateral accelerations of Case 3 (empty vehicle) Fig. 15 Lateral accelerations of Case 3 (full vehicle)

Fig. 16 Lateral accelerations of Case 4 (empty vehicle) Fig. 17 Lateral accelerations of Case 4 (full vehicle)

분에 비해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완만한 상

승곡선이 아닌데 이는 가속도의 변화율 즉, 크의 
향으로 인한 결과로 단된다.
원곡선의 반경에 따른 해석결과와 이론식에 의한 

횡가속도는 오차범  이내에서 잘 일치하 으며, 
Case 4의 R=80m에서 기 치인 0.25g를 순간 으로 

과하나 부분 기 치 이내를 만족하 다.

4. PRT 차량의 복 험도 평가

4.1 Static Stability Factor
PRT 차량의 곡선부 주행시 복 험도를 평가하

기 해서 Fig. 18과 같이 강체의 차량이 정상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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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imple PRT rollover model

서 오른쪽 휠을 기 으로 복한다고 가정하여 모

멘트평형방정식을 세우면 식 (3)과 같다.

∑ 






 

 (3)

여기서 도로의 경사는 매우 작다고 가정(sinθ=0)
하고 복이 시작될 때 왼쪽 휠의 반력이 이 되는 

조건(FL=0)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4)

식 (4)와 같이 차량의 윤거와 무게 심의 치를 

이용한 조건을 Static stability factor(SSF)라고 하며 
복 험도를 정하는 요한 지수로 활용되고 있

다.12) SSF가 높을수록 복 험도가 낮으며 일반

인 승용차의 경우 1.3 ~ 1.5이며 차체가 높은 SUV의 
경우 1.1 ~ 1.3정도를 나타낸다.
한국형 PRT 차량의 경우 아직 연구개발 이지만 

윤거가 1200(mm)이며 무게 심 의 높이는 800(mm)
로 가정하면 SSF는 0.75이다. 이는 일반 인 SUV차
량과 비교하면 상 으로 복 험도가 높기 때문

에 곡선부에서의 최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4.2 PRT 차량의 곡선부 임계속도

SSF와 곡선주행에 따른 횡가속도를 이용하면 식 
(5)와 같은 계를 확인 할 수 있다.

  ⋅  
  (5)

Table 12 PRT road modeling scenarios
Critical speed

(km/h)
Performance maximum speed

(km/h)
R=90m 92.59

50R=85m 89.98
R=80m 87.30

식 (5)를 이용하면 식 (6)과 같이 곡선반경에 따른 
임계속도를 구할 수 있다.

 ⋅⋅  (6)

식 (6)을 이용하여 용노선 시나리오를 고려한 
임계속도를 구하면 Table 12와 같이 성능최고속도
에 비해 상당한 여유가 있다. 이를 통해 곡선 주행시 
복에 해 안 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1) 한국형 PRT 시스템의 개발을 한 PRT 차량의 
구조강도 평가를 수행하 으며 ASCE-APM 
standards에 근거한 모든 하 조건에 하여 최

등가응력이 소재의 항복강도 이내를 만족하 다.
2) ERRI B 12 RP 17에 근거하여 PRT 차량의 피로강
도 평가를 수행하 으며 모든 하 조건에 하

여 피로안 성을 만족하 다.
3) 용노선 시나리오에 따른 주행안정성 평가를 

수행하 으며 완화구간이 반 된 R=80m에서 
ASCE-APM standard인 0.25g를 순간 으로 과

하지만 그 이외의 조건에서는 모두 만족하 으

며 곡선의 추종성은 양호하 다.
4) Static stability factor(SSF)를 이용한 곡선부 임계
속도를 용노선 시나리오에 따라 구했으며 PRT 
차량의 성능최고속도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복

험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행안정성 평가의 경우 가감속도 조

건을 반 하지 않은 최 운행속도 50km/h의 일정한 
속도조건으로 용하 지만 실제차량은 가감속도 

조건이 반 되며 그에 따른 차량의 횡가속도는 감

소할 것으로 상된다. 한 길이방향  수직방향
의 가속도와 승차감을 고려한 크의 향에 해

서는 추진/운행제어시스템과 용노선의 상하구배, 
기상 등 노면상태와 연동하여 추가 인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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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계획이다.

후    기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 학교 교내연구비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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