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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축 강성을 위한 축상 스프링 최적설계 연구

A Study on Design Optimization of an Axle Spring for Multi-axis Stiffness

황인경·허현무·김명준·박태원*

In-Kyeong Hwang·Hyun-Moo Hur·Myeong-Jun Kim·Tae-Won Park

1. 서 론

급곡선 선로를 주행하는 철도차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안정성과 조향 성능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차량은1차 현가장치의

설계에 따른 강성 값에 따라 차량의 주행성능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요점은 강성 값에 따라서 차량의 안정성과 조향 성능이 상

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철도차량의 1차 축상 스프링은 차량의 안정성을 위해 직진방향 강성이 강했기 때

문에 곡선구간에서 조향 성능이 좋지 않았다. 즉, 직진방향 강성을 높게 설계 할 경우 안정성은 좋아지지만 조향 성능은 나빠

진다. 또한 주행방향 강성을 낮게 설계하였을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1]. 차륜의 휠과 레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플랜지 접촉 힘(Flange contact force)은 차량의 휠과 레일 사이의 마모와 소음, 진동 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다. 한국과 같이 도심의 선로계획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철도차량의 급곡선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따라 철도차량의

조향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4]. Woo는 철도차량의 쉐브론 고무스프링(Chevron rubber spring)에 대해 고무

의 물성시험을 통해 고무스프링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원추형 고무스프링(Conical 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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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차량의 1차 현가장치는 윤축과 대차를 구속하는 장치로써 각 방향의 강성에 따라 차량의 동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동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방향 강성을 다르게 요구하는데 일반적인 현가장치의 형상으로는 각

방향의 강성을 다르게 설계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코니칼 러버 스프링(Conical rubber spring)을 이용하

여 각 방향의 강성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목표값과 해석값의 RMS(Root Mean Square)

값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고 최적형상을 토대로 모델의 취약부의 형상을 보완하여 최종 모델을 제안한다. 실제

모델을 개발하여 정하중 시험을 통해 목표 강성값과 약 7.7%의 편차평균을 나타내 최적화 모델의 신뢰성을 입증하였

다. 또한 최종 강성값을 다물체 동역학 모델에 적용하여 안정성과 곡선 주행성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적용모델의 임

계속도는 대상 모델의 주행 최고속도인 110km/h 보다 높은 190km/h이며 차륜의 마모지수는 기존대비 34% 감소하여

조향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축상 스프링, 최적설계, 1차 현가장치, 다중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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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에 대해 수직방향에 대한 강성해석 수행 및 각 방향 강성 시험과 피로수명을 연구하였다[5,6]. 고무는 초탄성(Hyperelastic)

물질로 대변형 범위의 인장과 압축 후에도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성(Stiffness)과 조직의 마찰

열로 인한 댐퍼(Damper)효과를 가지고 있어 방진에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반 탄성체와는 달리 하중에 대한

거동이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축상 고무 스프링의 강성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8]. 본 논문에서는 전동차의 조향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1차 축상 스프링의 종 방향 강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축상 스프링은 강철과 고무의 적층

형태로 구성되어 3개의 고무 층으로 구성된다. 먼저 유한요소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물성시험을 통해 고무의 비선형 재

료상수를 확보한다. 고무부분을 Mooney-Rivlin model[7]을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축상 스프링의 설계변수에 따라 민감도 분

석표을 작성하여 해석을 통해 민감 인자(Sensitive factor) 2개를 선정하여 반응표면 분석법을 위한 실험계획표를 작성하였고 실

험계획에 따른 해석값을 이용하여 분산분석표를 도출하여 반응표면법의 최적 설계변수를 확보한다. 최적 설계 변수를 고려한

모델의 해석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부위의 모델 형상을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정하중 시험을 통해 모

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곡선 주행성능과 직선선로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차량의 동특성 해석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산업

에서 이러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예상 모델을 설계 및 개발 후 시험과 수정을 병행하며 시행착오를 통

해 제품을 개발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조해석을 통해 각 방향의 목표 강성을 갖는 축상 스프링을 1회

의 제품 개발로 만족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따라서 제품 개발에 중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철도차량의 특징에 따라

현가장치를 적용함으로써 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본 론

2.1 축상 스프링 개발

2.1.1 축상 스프링 형상 설계 및 해석

1차 축상 스프링의 고무부분은 초탄성 재질의 특성을 모델링 하기 위해 Mooney-Rivlin model을 이용하였다. 비압축성 고무

소재의 거동을 나타내는 변형율 에너지함수(strain energy function)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Cij: 비선형 재료상수

I1, I2: 연신율 불변량(Strain invariant)

Di: 압축률(Compressibility)

Jel: 탄성 체적 변화율(Elastic volume strain)

식 (1)에서 N의 크기를 1로 하면 변형률 에너지함수는 Mooney-Rivlin Model이 된다.

(2)

식 (2)의 C10과 C01 그리고 D1은 실험 결과로부터 결정되며 단축 인장시험, 이축 인장시험, 전단시험 등으로 얻어지는 응력

과 변형률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한다. Fig. 1은 이축 인장, 단축 인장 및 순수 전단시험의 결과이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Strain-Stress 곡선을 각각 확보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Mooney-Rivlin 함수로 커브 피팅(curve-fitting)한 결

과를 함께 표현하였다. 커브 피팅은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의 Mooney-Rivlin model을 이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개발된 고무스프링의 재료거동은 크지 않으므로 50% 변형율(strain)에 의한 재료상수를 구하였다. 이들 재료상수를 이용하여 유

한요소해석의 물성정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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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efficient of mooney-rivlin material model.

C10 C01 D1

0.47 0.08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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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상 스프링 형상 최적설계

2.2.1 축상 스프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조건

Fig. 2는 대차에 장착된 축상 스프링의 사진이다. 1개의 대차에 2개의 윤축으로 구성되며 윤축을 중심으로 양쪽 앞뒤 2개씩

1차 축상 스프링이 장착되었다. 초기의 축상 스프링은 Fig. 3과 같은 형상이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종(longitudinal)방향으

로 양쪽 끝부분에 보이드(void)를 생성하여 종 방향 강성(longitudinal stiffness)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차량의 1차 현가장치에서 종 방향 강성을 감소 시키기 위해 Fig. 4와 같이 보이드를 추가 하였

다. 하지만 초기 설계단계에서 보이드를 추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 보이드의 추가에 따라 종 방향 강성은 감소할

수 있지만 수직 방향 강성은 설정 값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목표치에 만족하는 강성을 얻

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목표 모델의 횡 방향 강성(Lateral stiffness)은 4,300N/mm이며 종 방향 강성의 설계 목표치는 횡

방향 강성 대비 약 46% 감소된 값인 2,300N/mm이다. 이들 값은 차량의 동역학 해석을 통해 얻어지는 값이다[4,13]. 따라서1

차 현가 축상 스프링에 요구되는 각 방향 강성의 목표치는 수직 방향 940N/mm, 횡 방향 4,300N/mm, 종 방향 2,300N/mm 이

다.

2.2.2 축상 스프링 민감도 분석

최적 설계 값을 얻기 위해 Fig. 5와 같이 보이드의 각과 고무와 금속부분 간의 경사각 그리고 내·외측 금속의 길이로 4개의

설계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변수를 2수준 요인 실험법(Two level factorial designs)을 이용하여 스프링 강성에 대한 민감도 분

석표(Table 2)를 작성하였다. 또한 각각 모델을 개발하고 Abaqus를 이용하여 정적 하중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6은 해

석 초기 조건을 보여주며 바깥쪽 금속 상부 접촉면을 6자유도 구속한 후 안쪽 금속 하부 면에 하중 32,416N을 가한 후 변위를

통해 강성을 도출하였다. 고무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적용하중은 전동차의 만차 조건일 때 하중을 고려한 값이다. 결과값은 각

방향 강성에 대한 정규화를 통해 도출하였다. 정규화(Normalization)는 식 (3)과 같이 일반화 한 후 최대값으로 나누었으며 X,

Y, Z값은 해석을 통해 얻은 각 방향의 강성값이다. Table 2의 민감도 분석을 위한 해석을 통해 고무부분의 너비각과 금속의 경

사각의 민감도가 각각 4.193과 6.667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Fig. 1. Curve fitting of mooney-rivlin model.

Fig. 2. Bogie mode. Fig. 3. Initial model with two voids. Fig. 4. Case model with four v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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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3 축상 스프링 실험 계획법을 이용한 최적설계

민감도 분석을 통해 확인한 2개의 민감 인자를 이용하여 최적화 설계를 위한 설계 계획표를 작성하였다. 최적화 설계 계획표

는 중심 합성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Table 3은 최적 설계 계획표 및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너비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70과 30이며 초기값은 중간 값인 50을 설정하였으며 경사각의 최대 최소값은 각각 88과 80이며 초기값은 84로 설정하였다. 마

찬가지로 각 방향 강성에 대한 해석 값에 대해 식 (4)와 같이 단일화 한 후 최대값으로 각각 나누어 정규화를 통해 출력 값을

도출하였다. 

γ X( )
2

Y( )
2

Z( )
2

+ +=

Fig. 5. Design variable of axle rubber spring.

Fig. 6. Initial conditions of the FE model.

Table 2. Sensitivity analysis about design variables and results.

Number
Angle of void 

(°)

Angle of steel 

(°)

Length of steel-1 

(mm)

Length of steel-2 

(mm)

Output

(Normalization)

1 1 -1 -1 1 0.83

2 1 1 -1 -1 0.63

3 1 1 1 -1 0.64

4 -1 1 1 1 0.84

5 1 -1 1 1 0.83

6 -1 1 -1 1 0.82

7 -1 -1 1 -1 1.00

8 -1 -1 -1 -1 0.95

Sensitivity 4.193 6.667 -0.32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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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4 축상 스프링 목적 함수 검증

해석의 결과가 비선형적일 때는 2차 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표면은 식 (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를 설

계변수 두 개의 인자에 대해 풀이하면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Ý = (5)

(6)

(7)

식 (6)에서 Y2는 출력값의 측정치를 나타낸다. 그러면 식 (7)과 같이 회귀 모형 함수의 계수 β를 최소 자승법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회귀 모형을 구하기 위하여 적절한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데 최소의 실험으로 2 차 회귀 모형을 추정할 수 있

는 실험계획법이 중심 합성 계획법이며 Table 3이 중심 합성 계획법에 의해 계획한 표이다. 식 (6)의 출력값을 통해 회귀모형

함수를 도출하는데 그 함수가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올바른 최적설계가 가능하다[9]. 따라서 추정된 회귀 모형 함수와 설

계함수와의 관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표(ANOVA table)를 이용한다. 분산분석표에서 F0값이 F(0.01)유의수준 0.01에

서 추정된 함수보다 크면 모형함수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able 4에서 F0 값은 6.69이며 F(0.01)값은 4.43인 것을

보았을 때 본 실험계획법에 대한 모형 함수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 (7)의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출력값에 대

한 반응 표면분석 법을 도출하면 식 (8)과 같다. Fig. 7은 반응표면분석 식의 형상이다. 그림에서 최저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

여 최적값을 도출하게 된다.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한 최적설계 변수 값은 너비각 51.2°와 경사각 82.3°가 계산되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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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optimal design and results.

Number
Angle of void 

(°)

Angle of steel 

(°)

Output

(Normalization)

1 -1 -1 0.603

2 -1 1 0.73

3 1 -1 0.67

4 1 1 1

5 0 0 0.39

6 -1 0 0.799

7 1 0 0.41

8 0 -1 0.403

9 0 1 0.579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S Phi V F0 F(0.01)

Regression variation 0.34 2.00 0.12 6.69 4.43

Residual variation 0.10 6.00 0.02

Sum 0.23 8.00

Fig. 7. 3D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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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최적 설계

위의 내용에서 반응 표면분석 법을 이용한 형상을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결과값을 이용하여 해석을 통해 목표 성능에 얼마큼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였다. Fig. 8의 (a)는 최적화 설계를 통해 도출한 값을 토대로 개발한 제안 모델이다. 이 모델에 대해 앞에

서 언급한 해석 조건과 동일하게 정하중 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9와 Table 6의 응력해석결과 최적화 설계 제안모델의 각 방

향 강성이 Y 방향과, Z 방향은 각각 8.8%와 12.3%로 근접한 결과를 확인했으나 X 방향 강성의 경우 39%의 편차를 보였다.

여기서 편차는 앞에서 언급한 목표 강성 값과의 차이의 크기를 말한다. 또한 Fig. 8(a)의 모델의 정하중 해석에서 Fig. 9(a)와

같이 첫 번째 고무 층에서 높은 응력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6). 이는 고무의 내구성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10]. 또한 각 방향 목표 강성값에 못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Fig.8 (b)와

Fig. 9(b)와 같이 모델 첫 번째 층의 기공의 너비를 직경 10mm로 줄임으로써 고무 채적량을 증가시켰다. 개선모델을 동일한 조

건으로 해석한 결과 Table 6과 Fig. 9(b)에서 볼 수 있듯이 응력 최대값이 23% 완화되었으며, Table 7에서 Y, Z 축은 7.4%,

4.4%를 보이며 X축은 약17%로 제안 모델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편차를 나타낸다. 유한요소 모델에 대한 정보는 Table 5

와 같다. 금속 부분의 경우 동일한 모델이 적용 되었으며 고무 부분의 경우 개선 전·후 모델이 각각 다르게 모델링 되었다. X

축 방향의 경우 해석 값과 실험값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고무 부분의 비선형성이 강하고 제작과정에서 정확한 설계의 한

계가 있으며 해석과 실험에서 발생하는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좀 더 보완 하기 위해 제작과정에서의 오차

Fig. 8 X-Z section of shape of optimization model. Fig. 9. Y-Z section of stress of preload test of optimization model.

Table 5. FE model information.

Nodes Elements Mesh type

Steel 11,980 7,022 C3D8R, C3D6

Rubber
Optimized model 20,689 16,352 C3D8R

Improved model 26,553 21,480 C3D8R, C3D6

Table 6. Results of analysis of maximum and average stress on the rubber part.

Unit [MPa] Optimized design proposal model Improved model

Maximum value 2.965 2.262

Average value 0.182 0.227

Table 7. Results of analysis and test.

Stiffness

[N/mm]

Target 

value

Optimized design 

proposal model

Deviation

[%]

Improved 

model

Deviation

[%]

Load test of 

improved model

Deviation

[%]

X 2,300 1,397 39.3 1,902 17.0 2,542 10.5

Y 4,300 3,920 8.8 4,612 7.3 4,552 5.9

Z 940 824 12.3 981 4.4 1,003 6.7

Deviation average [%] 20.1 8.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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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하고 해석과 실험의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구축한다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ig. 10과 같이

최종 모델을 개발하여 Fig. 11과 같이 정강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조건은 Table 8과 같다. 실제 모델의 시험에서 X, Y, Z

방향 강성의 편차는 각각 10.5, 5.9, 6.7%로 목표치에 적합한 강성값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구조해석을 통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모델의 형상 개발이 가능하다. 

2.2 축상 스프링 모델 적용 동역학 해석 

전 절에서 개발 모델의 강성을 실제 차량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차량의 안정성과 조향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동역학 모델에 적용을 통해 Fig. 12와 같이 차량의 임계속도해석을 수행하였다. 일정속도에서 직선 선로에 외란을 주었을

때 차량이 사행동을 보이지 않고 수렴하는 최대의 속도를 임계속도라고 한다. 해석 결과, 임계속도가 190km/h로 대상차량의 주

행 최대 속도인 110km/h 보다 높아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향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곡률반경 300m, 캔트 140mm

Fig. 10. Final model.

Fig. 11. Test bed of axial spring.

Table 8. Test information.

Analysis condition Value Analysis condition Value

Product Conical rubber spring Test speed [mm/min] 216 

Test mode Displacement Road repeat [Times] 2 

Upper load [N] 32,146 Temp. of test ambient [°C] 20 

Lower load [N] -107 Humidity of test ambient [%] 35

Test equipment Spring/Damper tester Ref. JIS K 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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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로에서 60km/h로 주행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Fig. 13은 선두차륜의 마모지수이며 마모지수는 차륜의 접촉점에서의

크리피지(Creepage)와 크립 힘(Creep force)의 곱으로 계산되는 수치이다[4]. 따라서 이 값이 작을수록 곡선주행 성능이 우수하

고 차륜의 내구성이 증가된다. 기존 축상 스프링을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와 개발한 모델의 강성을 적용하였을 때 차륜의 마모

지수가 원곡선에서 약 34% 감소한 것을 확인하여 곡선주행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철도 차량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달리 조향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향 장치의 부재로 인해 안정성과 곡선 주행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려면 횡 방향 강성과 종 방향 강성의 분포가 달라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프링의 경우 횡 방향과 종

방향의 강성을 다르게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계의 변경 등의 유연성을 가진 축상 고무 스프링의

설계를 통해 각 축 방향의 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무의 특성상 비선형적 거동을 보이고 고무의 경질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성 상수의 정확도가 해석과 실험의 정확도와 직접 연관된다. 따라서 고무물성확보를 위한 실험을 진

행하였으며 단축 인장, 이축 인장 및 순수 전단시험을 통해 고무의 물성값을 확보하였으며 해석에 적용하였다. 고무 물성의 경

우 Mooney-rivlin model을 이용하였다. 또한 축상 스프링의 민감 인자를 찾기 위해 초기 변경 가능한 변수를 4개 선정하여 민

감도 분석을 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을 통해 초기에 예상했던 고무부분의 빈 공간 너비각과 금속부의 경사각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이 두 변수를 이용한 최적 설계를 위한 실험 계획표를 작성하였으며 이 실험계획표는 중심 합성 계획법에 기반한다.[9]

실험 계획법을 기반으로 각각의 모델을 개발하고 해석을 진행하였고 분산분석표(ANOVA table)를 이용하여 회귀모형함수의 타

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타당성을 입증한 회귀 모형 함수는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반응 표면 분석식을 유도하였으며 반응

분석법을 이용한 최적값을 도출하였다. 반응표면 분석법을 통해 확보한 최적 변수를 이용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3D모델을 이용

하여 정강성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석 결과에 대한 응력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고 목표치와 편차를 줄이기 위해 최종 모델

을 개선하였다. 최종 모델의 최대응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응력집중 값을 줄여 축상 고무 스프링의 내구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적화를 통해 각 방향 목표강성 값에 편차 약 20%의 모델이 개발되었고, 최종 모델에 대한 강성값과 응력분포

를 바탕으로 모델의 개선을 통해 목표 강성과 해석을 통한 강성 값의 편차 평균값이 약 12% 감소하였으며, 최종 모델의 시험

으로부터 횡 방향 강성 대비 종 방향 강성이 44% 감소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철도차량과 같이 조향 장치가 부

재한 차량의 경우 종 방향 강성과 횡 방향의 강성을 차량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주행 안정성뿐만 아니라 곡선주행에

서도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중강성을 갖는 현가 장치가 요구에 따라 개발 및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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