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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차체 굽힘모드 측정을 위한 충격시험

Impact Test for Measurement of the Carbody Bending Modes of Railway Vehicle

신범식·최연선*

Bum-sik Shin·Yeon-sun Choi

1. 서 론

최근 철도차량의 고속화, 경량화, 동력분산화 경향은 차체

의 진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저진동 차량제작을 위해서

는 보다 정밀한 차체 동특성 해석과 더불어 실험적으로 해

석결과를 검증하여 철도차량 설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차체의 굽힘모드 실험은 설계된 차량의 전산해석의 신뢰도

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차량 제작사는 차량 제작 후

굽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철도 차량의 1차 굽힘모드

설계 기준은 대차의 강체 고유진동수와의 공진회피를 위해

10Hz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험방법은 전하는 바에 따

라 일본 규격인 JIS E7105[1]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개발

차량에 대한 차체시험으로 김정석[2]은 틸팅열차에 대하 JIS

E7105을 이용하여 정적변위시험을 시행한 바 있다. JIS E7105

규격은 정적변위시험법으로써 철도차량의 차체 1차 굽힘모

드 측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장형진[3]은 샌드위치 복합

재를 사용한 철도차량에 대해 굽힘모드 시험을 수행하고 쉘

(shell) 모델 전산해석을 통해 시험설계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Narita[4]는 충격시험을 통한 철도차량 차체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는 차체 1차 굽힘 고유진동

수가 10Hz 이상만을 확인하고 더 이상 고차모드에 대한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철도차량이 고속화되면서

경부고속선의 경우 350km/h 주행 시, 가진주파수가 15Hz까

지 상승함에 따라 차체의 2차, 3차 모드까지 고려되어야 하

는 바, JIS E7105규격을 고속전철 차량용 규격으로 사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5]. 따라서 고속철도 차량 제작 시 차

체의 유연체 모드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예측의 방법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굽힘모드 시험방법의 JIS E7105

규격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충격시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축소 평판 시편을 제작하여, JIS

E7105에 의한 정적 변위시험과 충격시험을 실시하고 전산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철도차량에 대한 기존

의 정적 변위시험과 더불어 충격시험을 실시하고 전산해석

과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철도차량 충격시험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2. 정적 변위시험 및 충격시험

구조물의 실험 모드해석은 일반적으로 충격햄머(impact

hammer)에 의한 충격가진, 혹은 가진기(exciter)를 이용하여

Abstract As the speed of high speed train increases, the prediction of ride comfort becomes important. The exciting fre-

quencies due to rail irregularity in high-speed train closes to the second and third natural frequencies of the carbod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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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레일 불균일에 의한 가진주파수의 상승으로 인하여 철도차량의 동특

성을 고려한 승차감 예측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철도차량의 동특성은 전산 모드해석과 더불어 시험적으로 검

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차체 굽힘모드 시험을 고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를 위해 우선 차체 크기비를 반영한 평판 시편을 제적하고, 이를 기존 시험규격인 JIS E7105방법과 충격

시험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충격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전산해석을 통하여 이를 재현하였다. 타

당성이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굽힘모드 시험을 유압가진 대신 충격시험으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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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가진 시킨 후, 다수 위치에서 진동을 측정하고, 이

를 분석하여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을 구하게 된다. 그러

나 굴뚝같이 가진하기 어려운 경우 굴뚝 상단을 줄로 잡아

당겨 정적 변위를 준 후, 일시에 줄을 끊어 굴뚝이 진동하

면, 이를 측정하여 1차 고유진동수를 구한다. 이러한 정적

변위시험은 철도차량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JIS E7105 규

격에서 채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속도 증가에 따른

레일 불균일에 의한 가진주파수가 2차, 3차 고유진동수 영

역까지 확대되고 있어, 고속전철용 차량설계를 위해서는 보

다 정확한 모드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전후 2대의 대차가 있는 철도차량은 양단 돌출부를 갖는

보(overhang beam)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양단 돌출부를 갖

는 보의 형상은 단순지지보와 유사하나 정확한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을 계산하는 것은 지지점에서의 불연속으로 인

하여 쉽지 않다[6]. 그러나 양단 돌출보의 굽힘모드는 단순

지지보의 연정으로써 Fig. 1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된다. 따라

서 정적변위 시험법으로 철도차량 중앙에 하중을 가할 때,

처짐곡선은 1차 모드와 유사한 형태가 되므로 1차 모드는

쉽게 가진된다. 그러나 2차 모드는 중앙이 절점(nodal point)

이 되어 가진이 안된다. 다만 3차 모드는 1차 모드에 비해

약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충격시험법은 다수의

위치에서 충격햄머로 충격을 가하여 구조물을 쉽게 가진 시

킬 수 있고, 가속도계를 다수 위치에 배치하면 다수의 진동

응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구해진 시간응답은 주파수 응

답함수로 변환하여 SMS[7]와 같은 모드해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면 고차의 고유진동수와 해당 모드형상을 얻을 수 있다.

Fig. 1 Mode shapes of overhang beam

3. 축소 평판 굽힘모드

3.1 축소 평판 시험

철도차량 차체 모드시험 규격 검토를 위해 Fig. 2와 같이

축소평판 시편을 제작하였다. 크기는 일반 철도차량의 길이

대비 폭의 비로 ST41C 강재를 사용하여 Table 1과 같이 시

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철도차량이 전후 대차로 지지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길이와 폭을 1/50으로 축소하고 대차

지지위치에 단순지지 하였다. 시헌 전 시편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을 예측하기 위해 전산해석 프로그램 SAMCEF[8]

를 이용하여 모드해석 하였다. 해석결과 Fig. 3과 같이 Fig.

1과 같은 1, 2, 3차 굽힘모드가 나타났다.

3.2 굽힘모드 시험

축소평판 시편에 대한 굽힘모드 시험은 JIS E7105규격에

의거 차량 중앙에 무게추를 달아 변위를 발생시키고, 일시

에 지지줄을 끊어 무게추를 제거하여 시편를 자유진동 시키

고, 시편 여러 위치에서 가속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고유진

동수와 모드형상을 산출하였다. 또한 충격햄머를 이용한 충

격가진에 의한 모드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4는 실제 시험

하는 사진이다. 진동측정 및 충격가진은 시편을 6등분하여

7개 위치에서 조합하여 측정, 혹은 가진하고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로 부터 진동모드를 산출하였다. 정적가

진 시험 시, 하중은 평판의 변형량이 탄성영역에 있도록 0.5kg

추를 Fig. 4의 중앙에 매달았다. 각각의 고유진동수는 1차
Fig. 2 Test specimen

Table 1 Size of the test plate

[unit : mm]

W D T

460 64 3

Fig. 3 Mode shapes of the tes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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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Hz, 2차 311Hz, 3차 520Hz로 SAMCEF에 의한 전산해석,

JIS E7105에 의한 정적변위시험, 충격시험 모두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었다. Fig. 5(a)는 정적변위시험과 충격시험 시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서 측정한 가속도 신호를 주파

수 분석한 결과로써 1, 2, 3차 고유진동수를 보여주고 있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적변위시험에서는 2차 모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정중앙에서의 정적처

짐과 양단 단순지지조건을 완벽하게 맞출 수 없어 2차 모

드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충격시험에 비해 명확도는 떨어

졌다. 시험방법에 따른 모드형상은 Fig.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굽힘모드는 정적변위시험, 충격시험, 전산해석 결

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으나, Fig. 5(b), (c)에서 2, 3차 모

드형상은 JIS E7105규격에 의한 결과가 충격시험 및 전산

해석 결과와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point no.는

시편의 좌측에서 우측까지를 6등분하여 표시한 것으로 ②와

⑥은 단순지지 위치이고 ④는 시편의 중앙위치이다. 이는 2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JIS E7105에 의한 정적변위시험

은 2차, 3차 모드를 충분히 가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차체 굽힘시험

4.1 차체 전산모드해석

철도차량 제작공장에서 차체 굽힘모드 시험을 하기 전에

SAMCEF를 이용하여 차체에 대한 모드해석을 하였다. 대상

차체는 Fig. 6(a)의 실제 철도차량으로 차체는 알루미늄 압

출재로 제작되었다. 압출재 구조물의 해석모델을 실제와 동

일하게 하기에는 구조물이 복잡하고 전산해석시간도 길어지

Fig. 4 Experimental set-up of the test plate

Fig. 5 Mode shapes of the tes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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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점이 있어, 등가물성치 산출 방법[9]으로 등가강성을 산

출하여 차체를 쉘(shell)로 모델링 하였다. Fig. 6(b)는 등가

강성 및 2차 현가장치 연결부를 단순지지한 해석모델이다.

해석결과 Fig. 7과 같이 각 차체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을

계산하였다. 1, 2, 4차 모드 평판시편의 1, 2, 3차 굽힘모드

에 해당하며 굽힘모드이며, 3차 모드는 비틀림모드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대상 철도차량의 1차 모드는 JIS E7105[1]

에서 정한 10Hz를 미달하고 있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

황이었다.

4.2 유압가진시험

현장에서 철도차량의 굽힘 1차 고유진동수를 측정하기 위

해 JIS E7501 규격에 의거 굽힘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8

은 본 시험의 하중 및 측정위치에 대한 개략도이며, Fig. 9

는 개발차량 차체에 대한 현장 정적 변위시험 사진이다. Fig.

9(a) 사진에서 철도차량 창문에서 밖으로 나온 구조물은 Fig.

9(b)와 같이 철도차량 내부 중앙에 설치한 유압가력장치를

지지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Fig. 9(b)와 같이 차량 내

부 중앙에 외부로 연결된 ‘ㄷ’형 구조물과 철도차량 바닥면

사이에 유압가력장치를 사용하여 10ton의 하중을 부여하여

철도차량 중앙위치에서 정적변위를 유발하고 일시에 하중을

제거하여 차체를 가진시킨 후, Fig. 8과 같이 굽힘모드의 형

상을 반영할 수 있는 차체 상면 4개 위치에서 가속도 신호

를 측정하여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시험을 위해서는 별도의 ‘ㄷ’형 구조물을 제작하여야 하고

10ton의 하중을 부여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시험방법이다.

Fig. 6 Carbody model

Fig. 7 Mode shapes of a carbody

Fig. 8 Experimental setup for JIS E7105

Fig. 9 Experiment setup for the mod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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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충격시험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충격시험을 하였다. 다수 위치

에서 충격을 가하고 다수의 위치에서 가속도 응답을 측정하

였다. 충분한 충격력을 얻고 구조물의 잔류 변형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무망치를 사용하였다. 고무망치의 충격 특성은

최대 300Hz, 2000N으로 알루미늄 차체를 충분히 가진 할 수

있었다. Fig. 10은 정적변위시험과 충격시험 시, 차체 중앙

에서 측정된 가속도 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1차 고유진동수

는 9.6Hz, 2차 13.1Hz, 3차 13.2Hz, 4차 15.3Hz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산해석 값과 동일한 결과로써 충격시험

이 제대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차 고유진동수 응

답의 경우 정적변위시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충격시험

에서는 전산해석과 동일한 고유진동수 값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평판 시편시험에서 나타난 경우와 같이 정적변위시험

보다 충격시험이 고차모드에서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Fig. 11은 정적변위시험, 충격시험, 전산해석에서 나타난 모

드형상 비교이다. 여기서 point는 Fig. 8에 표시한 가속도계

의 측정위치이다. 전산해석과 비교하면 1차, 2차 등 저차에

서는 모드형상이 충격시험 결과와 정적변위시험 결과가 잘

일치하나 고차로 갈수록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정적

변위시험의 목적이 모드형상까지 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만

큼 당연한 결과이나, 고차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이 중요

해지는 고속전철 차량 설계에서는 전산해석과 더불어 전산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격시험이 보다 유용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철도차량 설계검증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굽힘모드시험

을 기존의 시험방법과 충격시험을 시편시험과 실제 철도차

량에 대해 수행하고 각각을 전산해석 결과와 비교 함으로써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기존의 정적변위시험은 1차 굽힘모드의 고유진동수 측

정을 위하여는 유효하나 고속전철과 같이 2, 3차 등 고차 모

드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알기에는 불충분할 뿐만 아

니라 철도차량의 정적변위를 유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외부

구조물 및 유압가진장치는 상당히 번거롭고 위험한 시험방

법이다.Fig. 10 Natural frequency of the carbody

Fig. 11 Mode shape of the car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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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충격시험은 고무망치로 간단하게 철도차량을 다

수 위치에서 가진시킬 수 있고, 고차 모드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도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 고속주행에 따라 차체의 유연체 모드가 공진을 일으킬

수 있는 고속전철에 대한 차량설계검증을 위해서는 충격시

험에 의한 모드시험이 유효하다. 또한 충격시험은 기존의 정

적변위에 의한 굽힘시험보다 간편하므로 여러번 측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의 정보가 요구될

때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 굽힘시험

을 보완하여 사용할 경우 차량 제작 및 동특성 예측에 있

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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