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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commonly known that the running stability is greatly affected by the primary suspension which located 
between the wheel-set and the bogie. In this paper, the effect on the running stability was studied when 
railway vehicle has partial defects on the longitudinal stiffness of the primary suspension. After comparing 
the critical speed when the part of front wheel-set has defects, the running stability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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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행안정성이 윤축과 대차 사이에 위치한 1차 현가장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 1차 현가장치 종방향 강성에 대한 부분적 
결함이 주행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전부 대차의 윤축 부분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변화한 임계속도 값을 비교한 후, 이를 통하여 주행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주요어 : 철도차량, 1차 현가장치, 주행안정성, 임계속도

1. 서 론

일반적으로 철도차량은 모든 1차 현가장치

의 강성이 같다는 전제하에 설계된다. 그러나 

공정상의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하여 1차 현가

장치의 강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부 대차의 윤축과 연결된 

1차 현가장치의 종방향 강성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임계속도를 구한 후 철도차량의 주행안정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2. 본 론

2.1 철도차량 설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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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한 차량에 대하여 Fig.1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다. 윤축, 대차, 차체 모두 

횡방향(y)과 yaw(ψ)방향 운동만을 고려하여 

총 14자유도로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W1,W2,W3,W4는 각각의 윤축을 의미한다.

Fig. 1 Vehicle model

2.2 철도차량 주행안정성 평가

임계속도는 윤축의 사행동이 발생되어 불안정을 

초래하는 속도의 지표이다. 그렇기에 임계속도는 

철도차량의 주행안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임계속도 값의 비교를 통하여 

주행안정성을 평가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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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속도를 구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모델의 

시스템 행렬을 이용하였다. 시스템 행렬의 

고유치가 양의 실수부를 갖기 시작하는 

속도에서부터 주행안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임계속도로 정의한다.

전부 대차의 전위 윤축 종방향 강성에 결함이 

생긴 경우를 가정하였다. 결함정도는 다른 

강성 값의 –20%로 설정하였다. Matlab S/W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성 값이 같은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였다. 각 경우의 

강성 값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Table 1 Longitudinal stiffness parameter of primary 
suspension used for simulation

먼저 국내 전동차의 파라미터 값으로 일반적인 

경우의 임계속도를 구하였다. Fig.2 (a)에서 실수부가 

0이 되는 순간의 부분을 확인해보면 Fig.2 (b) 
와같이 후부 대차의 yaw방향 운동이 가장 먼저 

임계속도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임계속도는 약 181km/h 정도라고 예측된다.

Fig. 2 Eigen values of the Normal case

반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Fig.3을 통하여 후부 

대차의 횡방향 운동이 가장 먼저 임계속도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의 임계속도는 약 157km/h 
정도로 예측되어 결함이 생김으로써 임계속도가 약 

24km/h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Eigen values of the Defect1 case

3. 결 론

철도차량의 전부 대차에서 1차 현가장치 

종방향 강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계속도를 확인해본 결과 

임계속도가 약 24km/h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철도차량의 주행안정성이 하향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가장치의 생산오차 축소 및 유지보수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가장치의 결함이 주행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른 결함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Case Value (MN/m)
W1 W2 W3 W4

Normal 6.6 6.6 6.6 6.6
Defect 1 5.28 6.6 6.6 6.6

(a) Eigen values of the vehicle

(b) Eigen values of the rear bogie ( lateral)

(a) Eigen values of the vehicle

(b) Eigen values of the rear bogie (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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