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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hicle model validation for the static vehicle testing has been done by comparison of the 
simulation results and test results and the parameters of the vehicle model to be used in the 
simulation have been adjusted to reflect the measured behaviour.
 The vehicle model fort the simulation should be validated by suitable tests and/or practical 
experience. The static vehicle test used to validate the vehicle model are the weight 
measurement, the wheel offloading test, the bogie rotational resistance test and the sway test.
 Finally, the computer simulation model has been validated and using the validated vehicle 
model the acceptance of the vehicle safety of the resistance to flange climbing derailment at 
low speed can be examined. 

1.  서  론

  철도차량이 본선에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승차감 및 차량의 안전성이 확인되어

야 하며, 특히 탈선 안전성은 고속차량의 경우는 대부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저속 차량의 경우는 정차 상태에서의 일련의 시험을 통하여 차량의 탈선 안전성을 간접적

인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정차 상태 시험 결과가 탈선 안전성 확인에 부적절할 

경우 실차 시험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하게 된다.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차량의 탈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량의 거동과 

동일한 거동을 나타내는 차량의 해석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차량의 안전성을 해석적인 방

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해석 모델이 궤도 비틀림 구간에서의 윤중 감소량 및 곡

선구간에서의 대차 회전 특성 등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를 위

하여 공장 내에서 정차 중에 실시하는 윤중 감소량 시험 및 대차 회전 저항 시험, 차량 롤 

특성 시험 결과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해석 결과를 보이는 차량 해석 모델이 구현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차량의 정적 시험 결과로부터 해석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

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로부터 검증된 차량 모델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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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모델의 검증 절차

  차량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시험은 차량 제작후 공장 내에서 실시하는 단차 

상태의 정적인 시험과 본선에서 실시하는 동적 시험이 있다. 

  단차 상태의 정적인 시험은 윤중 측정 시험, wheel-offloading 시험 및 Sway test, 대

차 회전저항 시험이 있고, 동적 시험은 본선에서 실차 주행 시 차체 및 대차프레임 등에서 

진동가속도 및 변위 측정 시험이 있다.   

  정적 시험을 통한 차량의 특성 시험은 차량의 주요 설계변수에 대한 특성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석 모델이 시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특성을 보이도록 차량의 설계 변수의 값을 선정하는 작업이 차량 모델의 검증작업이다. 이

러한 검증 작업을 위해서는 차량 모델에 적용된 여러 가지 주요 설계변수들의 조정에 따른 

특성을 매 시험조건에 대하여 확인하고 조정하는 반복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고, 한 가지 

시험조건에 대하여 값을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험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값

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많은 반복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2.1 차량중량 및 축중 측정 시험

  차량의 제작후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시험으로 차량의 중량 및 각 휠

의 하중을 측정하여 차량의 중량이 적절하게 분포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본시험

은 또한 해석 모델의 검증 작업의 기본이 되는 시험으로 해석 모델의 중량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또한 축중의 분포로부터 차체 및 대차의 무게중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직선 평탄 궤도의 하면에 로드셀을 설치하여 차량의 각 휠이 로드셀이 설치

된 곳에 위치하도록 차량을 정차시킨 후 각 로드셀에서의 하중 값을 읽음으로서 각 휠 하

중을 측정하고, 각 휠 하중을 대차별로 합계하고 차량 전체로 합계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측정하게 된다.

  해석모델로부터 계산된 각 휠 하중과 축하중, 대차별 하중 및 측면 하중에 대하여 실차 

시험 결과와 동일한 휠 하중 분포와 차량 중량이 나타나도록 해석 모델의 중량과 무게 중

심 위치를 조정한다.

  시험결과와 해석 결과를 정확하게 일치 시킬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시험결과와 해석 

결과간의 percentage error가 각 측정값 별로 일정수준이내가 되면 해석 모델이 허용 오

차 범위 내에서 실제 차량과 동일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석결과와 시험결과의 

허용오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상의 백분율오차는 항상 양의 값이 나오게 되고, 이는 평균오차값을 구할 때 서로 상

쇠 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백분율오차의 경우 분모가 시험값과 해석값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시험값과 해석값 중에서 어떤 값이 실제 값인지 알 수 없기 때

문이다.

  중량 및 축중 시험과 해석의 비교를 위한 허용오차는 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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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Limit of maximum error Limit of average error

휠하중 15% 7%

축중 6% 3%

측하중(side load) 3% 3%

도표 1. 중량 및 축중시험 비교항목 및 오차한계

  VAMPIRE 해석 모델은 모델링 된 차량 데이터로부터 해석 초기에 휠 하중 및 현가장치

의 힘요소에 작용하는 초기하중 값이 계산되어지고 그 결과를 로그화일에 출력해 주므로 

이 데이타를  이용하여 축중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도표 2는 차량의 중량 및 축중 시험결과와 해석 모델로부터 구한 축중을 서로 비교 검

토한 결과이다.

                       도표 2. 중량 및 축중 시험결과와 해석 모델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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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it : kN)
DMC-1
AW0
Inflated W1A W1B W2A W2B W3A W3B W4A W4B

Measurem en t Wheel load 48.609 47.775 47.444 47.321 44.378 45.604 44.415 45.151
Wheelset  load
Avergae w heel load
End  load  Bogie 1
End  load  Bogie 2
Sid eload  A
Sid eload  B
To t al Weigh t
Dist r ib ut ion  w heelload2.2716 1.4378 1.1067 0.9841 -1.9589 -0.7327 -1.9221 -1.1864

Sim ulat ion In f lat ed
w heel load 48.537 47.14 48.525 47.128 45.547 44.15 45.535 44.138
w heelset  load
Average w heel load
End  load  Bogie 1
End  load  Bogie 2
Sid eload  A
Sid eload  B
To t al Weigh t

Percen t age m at ch ing er ro r
Wheel load 0.1% 1.3% 2.3% 0.4% 2.6% 3.2% 2.5% 2.3%
w heelset  load
End  load  Bogie 1
End  load  Bogie 2
Average w heel load
Sid e load  A
Sid e load  B
To t al w eigh t

Maxim um  Er ro r
Wheel load -0.072 -0.635 1.081 -0.193 1.169 -1.454 1.120 -1.013
w heelset  load
End  load  Bogie 1
End  load  Bogie 2
Average w heel load
Sid e load  A
Sid e load  B
To t al w eigh t

Est im at ed  carb od y m ass f rom  Bogie Mass m easurem en t  and  w eigh t  m easurem en t
To t al veh icle m ass 37.788 t on
Carb od y m ass 21.646 t on
Bogie m ass 16.142 t on
Bogie 1 8.121 t on
Bogie 2 8.021 t on

-2.272

46.3375

0.0%
1.8%
1.2%
0.0%

182.556
370.700

0.7%

3.299
-3.294

0.888 -0.285 0.108

0.005

179.37

0.1%
0.1%

188.144

95.677

-0.178

95.653 89.697 89.673

370.695

0.182

0.9% 0.3% 0.1%

-0.706

191.33

96.383 94.765 89.982 89.565

184.845
185.850

46.337
191.148
179.548

Bogie 1 Bogie 2
Axle 1 Axle 2 Axle 3 Axle 4

2.2 휠 offloading 시험 

  휠 Offloading 시험은 차량의 센타피봇 간 거리에 대한 궤도의 비틀림과 휠베이스에 대

한 궤도 틀림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 휠 하중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이는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험방법은 차량을 직선 평탄선로에 위치시킨 후 센타피봇 간 거리에 대한 궤도 비틀림

과 휠베이스간 거리에 대한 궤도의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 휠에서의 상하방향 변위

에 해당하는 만큼 휠을 들어 올린 후 각 휠 하중을 측정한다. 이때 궤도 비틀림에 의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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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Wheel offloading test rig Picture 2. Readings of Wheel load

항목 Limit of maximum error Limit of average error

휠하중 최대 궤도 비틀림상태 15% 7%

휠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변화량의 평탄선로에 놓여 있을 때의 휠 하중에 대한 비로서 휠 

offloading 값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그림 1과 2는 휠 offloading 시험장면을 나타낸 것으로 궤도 비틀림에 해당하는 휠 변위

에 해당하는 높이의 wedge를 만들어 휠의 변위를 유도하였으며, 그때 각 휠 하중을 측정

하였다.

  VAMPIRE 해석에서도 시험과 동일하게 각 휠에서 발생하는 변위만큼 각 휠에 발생시켜

서 휠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였다. 

  휠 offloading은 차량의 일차스프링과 이차스프링의 수직방향 stiffness에 민감한 성능이

므로 해석 모델의 일차 스프링 및 이차 스프링의 수직방향 특성치를 각 단품의 특성치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값을 수정하여 해석 모델을 튜닝하였다.

  시험결과와 해석 결과의 허용오차는 도표 3과 같으며, 도표 4는 동일한 궤도 비틀림 상

태에서 각 휠에서 발생하는 하중의 시험값과 해석값을 비교 검토한 결과이다. 

도표 3. 휠 unloading 시험 비교항목 및 오차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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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RC EMU Wheel offloading, DMC AW0 Deflated, Track twist Case 1

Measurement Simulation of Wheel offloading
2,955.0 2,889.0 Criteria 2,700.0 2,727.0 2,968.3 2,968.3 Criteria 2,785.3 2,785.3

48% 16% Delta Q / Static Q 45% 18% Delta Q / Static Q -25% -53%

2,565.0 4,035.0 Measuring Load 5,710.0 7,105.0 -0.4% -2.7% Difference wheel load 3.1% -2.1%

4,925.0 4,815.0 Static Wheel Load 4,500.0 4,545.0 4,947.2 4,947.2 Static Wheel Load 4,642.2 4,642.2

Packer Height Packer Height

51.2 42.0 Packer Height 9.2 0.0 51.2 42.0 Packer Height 9.2 0.0

4,845.0 4,800.0 Static Wheel Load 4,665.0 4,570.0 4,804.8 4,804.8 Static Wheel Load 4,499.8 4,499.8

7,260.0 4,925.0 Measruing Load 3,470.0 1,945.0 0.8% -0.1% Difference wheel load 3.6% 1.5%

Delta Q / Static Q 26% 57% -46% -19% Delta Q / Static Q 26% 55%

2,907.0 2,880.0 Criteria 2,799.0 2,742.0 2,882.9 2,882.9 Criteria 2,699.9 2,699.9

Percentage matching Error Simulation of Wheel load

2,968.3 2,968.3 Criteria 2,785.3 2,785.3

45% 18% Delta Q / Static Q -25% -53%

-7% 0% Wheel load -2% 0% 2741.7 4034.9 Wheel load 5817.4 7112.6

0% 3% Static wheel load 3% -2% 4,947.2 4,947.2 Static Wheel Load 4,642.2 4,642.2

Packer Height

51.2 42.0 Packer Height 9.2 0.0

1% 0% Static wheel load 4% 2% 4,804.8 4,804.8 Static Wheel Load 4,499.8 4,499.8

4% -14.7% Wheel load 4% -4% 7008.5 5708.1 Wheel load 3329.7 2025.5

-46% -19% Delta Q / Static Q 26% 55%

2,882.9 2,882.9 Criteria 2,699.9 2,699.9

도표 4. 휠 offloading 시험결과와 해석결과 비교

2.3 대차 회전저항 시험 (Bogie rotational resistance test)

  차량이 곡선 선로 구간을 통과할 때 차체와 대차간의 상대 회전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차체와 대차 사이의 현가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저항력이 작을수록 곡선통과시 대차

가 곡선을 원활하게 추종하여 통과하게 되므로 차량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대차 

회전 저항시험은 이러한 곡선선로에서 발생하는 대차의 회전 모멘트를 측정하여 휠 하중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 

  그림 3과 4에 대차 회전저항 시험 장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5와 6은 시험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대차 회전저항 시험은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대차를 곡선에서 발생하는 차체와 대차간

의 각도만큼 일정한 회전속도로 움직이면서 이때 발생하는 대차와 차체간의 회전토우크를 

측정하여 대차 회전 저항값을 구하게 된다.

  VAMPIRE 해석을 이용하여 시험결과와 비교 하기 위해서는 해석 모델에서 시험조건과 

동일한 대차의 각속도와 회전 각도가 구현되도록 해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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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Limit of maximum error Limit of average error

최대 회전저항계수 15% 7%

회전 각도는 선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결정이 되며, 회전 각속도는 transition 구간을 통과

하는 시간과 대차 회전 각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해석 시에 transition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은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험시 적용한 대차 각속도가 되도록 차량의 

통과속도를 조정하였다. 그림 7은 deflated 상태에서 대차 회전 각도에 따른 회전토오크를 

계산한 결과이며, 그림 8은 공기스프링이 inflated 상태일 때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러한 특성 그래프로부터 최대토오크를 구하여 대차 회전 저항 계수를 도출하였으며 도표 

5에 나타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오차한계 이내에 들어가는 차량 해석 모델을 구현하였

다. 도표 6에 회전 저항 계수의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공기스프링이 

Deflated상태에서는 공기스프링내의 마찰판에 의한 hysteresis 특성이 시험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공기 스프링이 Inflated 상태의 해석 모델이 실제 차량이 가지고 있

는 일차 및 이차 스프링의 고무 재질 및 구조에 의한 비선형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도표 5. 회전저항 시험 비교항목 및 오차한계

도표 6. 회전저항 시험결과 및 해석 결과 비교

DMC AW0 load condition 0

Inflated

96.5

2.2 Deflated
95.8

Speed

Deg/sec Measured Simulation Measured Simulation

0.2 7.680 7.822 0.0362 0.0368

0.4 7.835 7.673 0.0369 0.0361

0.5 7.805 7.675 0.0368 0.0361 0.5%

0.2 10.795 10.905 0.051 0.0517 0.5%

0.4 12.580 10.840 0.060 0.0514 0.4%

0.5 14.335 10.845 0.068 0.0515 0.3%

Static Axle load (kN)

Inflated Mainline Percentage
matching

error

Wheelbase (m)

Deflated Mainline

Measured Torque X-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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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 Bogie rotational resistance test rig Picture 4. Bogie rotational resistance test

Picture 5. Test result for deflated condition Picture 6. Test result for Inflated condition

Picture 7. Simulation result for deflated condition Picture 8. Simulation result for Inflated condition

2.4 Sway 시험

  Sway 시험은 임의의 캔트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롤변위 및 상하/좌우 변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차량의 현가장치에 의한 롤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도출

한 차량의 롤강성으로부터 차량의 주행 중 거동을 예측하고 시설물과의 간격이나 간섭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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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Limit of maximum error Limit of average error

일차 스프링 roll angle 0.229deg 0.115deg

이차 스프링 roll angle 0.229deg 0.115deg

    Sway 시험은 차량의 좌우 한쪽에 있는 모든 휠을 25, 50, 75, 100mm 단계로 들어 

올리면서 각 단계에서 차량의 현가장치에 의한 롤변위와 차량의 주요 지점에서의 상하 좌

우 변위를 측정하여 캔트량과 차량의 변위간의 관계를 구하게 된다. 그림 9와 10에 캔트 

75mm와 100mm 상태의 시험 장면을 나타내었다.

  해석 모델에서는 시험과 동일하게 차량의 좌우 휠을 100mm까지 들어 올리면서 차량의 

롤변위와 상하변위를 계산하였으며, 도표 7에 정리되어있는 비교항목에 대하여 시험결과와 

비교 하여 오차한계내에 들어오는 차량 모델을 구하였다. 도표 8에 시험결과와 해석 결과

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icture 9. Sway test cant 100mm Picture 10. Sway test cant 75mm

도표 7. Sway 시험 비교항목 및 오차한계

 도표 8. Sway 시험 결과 및 해석 결과 비교

Track cant mm 0 25 50 75 100
Four-part average Secondary roll Measurement 0.007 0.076 0.236 0.390 0.534

Simulation 0.001 0.171 0.336 0.492 0.637
Error 0.007 -0.094 -0.099 -0.102 -0.102

Primary roll Measurement 0.010 0.056 0.119 0.234 0.290
Simulation 0.000 0.074 0.145 0.210 0.269
Error 0.010 -0.018 -0.026 0.024 0.021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정적 시험 결과로부터 해석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실제 차량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는 검증된 차량 모델을 

구하였다.

  이렇게 검증된 해석 모델은 EN규격에서 요구하는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해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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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본선에서의 주행 중 차량의 진동 가속도 및 변위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동

적 특성을 반영한 모델로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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