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3권 제2호(2010년 4월) ■ pp. 139-146

열차의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1차원 

충돌 동역학 등가 모델링 기법

Equivalent Modeling Technique for 1-D Collision Dynamics Using 3-D 

Finite Element Analysis of Rollingstock

박민영1·박영일2·구정서†

Min-Young Park · Young-Il Park · Jeong-Seo Koo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열차는 여러 차량이 연결되어 운행되기 때문에 충돌 사고

시 각 차량들 간의 충돌을 반영한 전체 거동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1]. 열차의 전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차

충돌 시험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편성 열차는 물

론이고 단일 차량이라 하더라도 충돌 시험에는 막대한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법규 [2~4]에서는 전두부 구조

나 충돌에너지 흡수장치 등 에너지 흡수 구조/부품들만 충

돌시험을 한 후 이를 반영한 충돌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표

준충돌사고각본들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충돌안전도 설

계 만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3차원 유한요소 모

델로 충돌해석을 할 경우 실제에 가깝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체차량을 모델링하여 해석하는데 많

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반면에 1차원 충돌 동역학 모

델링 방법은 단순화된 1차원 스프링-질량 모델을 이용하여

전체차량의 거동을 신속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에

서 많이 사용된다 [5]. 따라서 최종 설계 검증을 하는데 3차

원 유한요소 모델을 사용해야 하지만 설계단계에서는 전체

열차의 1차원 충돌동역학 모델 해석으로 연결, 경충돌, 열차

대 거대 장애물, 열차 대 열차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력, 압

괴량, 에너지 흡수량, 충돌가속도 등을 예측하고 있다 [6].

1차원 충돌동역학 모델을 개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인데, 첫째는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 흡수 부품과 구

조의 충돌안전설계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고, 둘

째는 최종 검증 단계의 3차원 유한요소 모델 평가 시 전방

2-3 차량을 제외한 뒤쪽 차량들은(상대적으로 충돌 영향이

적음) 1차원 모델링으로 해석시간을 단축하여 평가하기 위

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설계단계에 필요한 1차원 모델 해석결과와 최

종검증 단계에 필요한 3차원 유한요소모델 해석결과를 비교

Abstract In this study, a new equivalent modeling technique of rollingstock for 1-D collision dynamic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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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3차원 유한요소모델 충돌거동과 등가인 1차원 동역학 모델링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1-D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충돌 거동을 잘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충돌 시 에너지를 주로 흡

수하는 압괴 구간의 특성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KHST 편성차량을 대상으로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차체단면에 설정한 단면 옵션으로 충돌해석 시 차체 단면에 작용하는 충격하중과 변형을 추출하여 새로

운 1차원 충돌동역학 모델의 스프링요소 특성으로 모델링하고, 국내철도차량 안전기준의 열차 대 열차 충돌사

고 각본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두 모델의 에너지 흡수량, 충돌 가속도, 충격하중-변형 등을 비교한 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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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사한 압괴 거동을 도출할 수 있는 1차원 충돌동역

학 모델링 방법을 개발 하고자 한다.

1.2 기존 연구 고찰

국내의 경우, 1998년 Koo 등 [7]에 의해 KTX 의 충돌안

전도 해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당시에는 국내규정이 없어서

SNCF의 충돌사고시나리오를 적용하여 1차원 충돌해석을 수

행하고 전두부의 충돌 에너지 흡수와 충격 가속도를 평가하

였다. 최근에는 Kim 등 [8]에 의해 2차원 충돌동역학 모델

을 이용하여 충돌 후 타고오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차원 모델은 1차원 모델보다 많은 모델링 시간과 기초자료

가 필요하지만 1차원 모델에서 할 수 없는 열차 간 타고 오

름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일본의 Ujita 등 [9]은 열차를 구간별로 나

누어 준정적 해석을 하였으며 이를 시험과 비교하였다. 충

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하중-변형 곡선을 시험과 비교한

결과, 시험 값이 모두 낮았고 해석과 차이가 많은 구간에서

는 최대하중이 약 20%정도 낮았다. 또한 구간별 해석 결과

를 1차원 스프링-질량 모델에 적용하여 4량 1편성의 충돌해

석을 수행하였는데, 1차원 동역학 모델과 3차원 유한요소 모

델 1량을 해석 후 변형량을 비교한 결과는 유사하였다. 그

러나 3차원 유한요소모델과 1차원 충돌동역학 모델의 충격

력-압괴량, 에너지곡선, 충돌 가속도 등의 면밀한 비교 없이

단순히 압괴량의 비교를 통하여 두 모델의 등가성을 확인하

였다.

Wilson 등 [10]은 새로운 열차를 개발할 때 충돌안전도를

만족하는 설계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설계 가이드라

인 도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차를 고려한 1차원 모델을 만

들어서 강체벽과 30 km/h로 충돌해석 하였다. 또한 열차의

충돌안전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4량 1편성의 단순화된 3차

원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었다. 3차원 유한요소 모델에서는

구간별로 1차원적인 압괴 특성을 적용하였고 차간 연결은 강

체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2006년에는 Tyrell 등 [11]에 의해 충돌 안전 설계/해석 및

시험 평가에 관한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2년에 실시하

였던 기존열차 추돌 시험에서 열차의 타고 오름이 발생하였

고 승객구간이 파손되었다. 2006년에 충돌안전도설계를 고

려한 결과, 충돌 시험에서 승객 탑승 구간이 보존되고 에너

지 흡수 부품에서 적절한 압괴가 일어나 타고오름과 횡방향

탈선 좌굴이 방지되었다. 2007년 FRA [12]에서는 2006년에

실시한 추돌 시험 결과와 3차원 유한요소모델의 충돌 해석

결과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압괴

하중과 변형량이 유사함을 검증하였다.

국내외 연구동향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1차원 모델을 이

용하여 설계를 도출하고 3차원 유한 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를 검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차원 충돌

동역학 모델링을 3차원 모델 결과와 잘 일치하도록 하는 등

가 모델링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1차원 동역학 모델 해석 결과와 3차원 유한요소

모델 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3차원 모델과 유사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1차원 모델링 방법을 개발하여 설계단계

에서 보다 정확한 충돌설계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2. 3차원 구간 모델 해석결과를 이용한

1차원 등가 모델

2.1 기존의 등가 모델링 개요

2.1.1 3차원 모델

본 논문에서는 1차원 등가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충돌해석

모델로 Fig. 1과 같이 3차원 부분 유한요소 모델(탑승구간

은 강체로 처리)과 1차원 동역학모델이 혼합된 모델을 사용

한다. 본 논문에 사용한 KHST는 2003년 Koo 등 [13]에 의

해 시험 값과 해석값을 비교하여 3차원 모델을 검증한 바

있다. EN15227, TSI, 국내 충돌안전기준 시행지침 16조 등

충돌안전도규정들은 충돌 시 전방에 위치한 2-3 차량에는 큰

충격력이 발생하지만 후방 차량은 충돌 영향을 덜 받으므로

동력차, 동력객차, 객차 3량은 3차원 유한요소 모델로 구성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1차원 동역학 모델로 단순화하여 구

성할 수 있다. 전방 3량의 차체는 폭 방향으로 대칭이라고

가정하여 1/2 모델링 하였으며 사용된 쉘요소와 솔리드요소

의 평균크기는 50 mm이고, 총 요소 수는 305,264개이다. 나

머지 차량들은 1차원 스프링요소를 사용하여 500~15,000

mm의 차체 구간별 길이로 모델링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프

로그램은 Ls-Dyna 971 R4.2.1이며 Workstation 8-CPU환경

에서 83시간 정도의 해석시간이 소요되었다.

Fig. 1 3-D collision dynamic model of 20 units

2.1.2 1차원 모델

Fig. 2는 본 논문에서 이용된 한국형고속전철 KHST의 전

체차량편성이다. 동력차(PC1, PC2)와 동력객차(MT1, MT9,

MT10, MT18), 객차(T2~T17)로 총 3종류가 있고 20량 1편

성으로 구성된다.

Fig. 2 KHST consist of 20 units

Fig. 3은 비선형 스프링 요소로 1차원 충돌동역학 모델을

구성한 개략도이다. 승객 및 운전자가 탑승하는 영역과 전

장품 등을 탑재하는 영역은 실제로 거의 변형이 없게 설계

하므로 강체로 모델링 하고 그 외의 변형 구간은 충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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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괴 거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탄소성 특성의 스프링

요소로 모델링 한다. 변형 구간의 특성곡선은 3차원 유한요

소 모델의 구간별 해석(구간별로 차체모델을 절단하여 고정

벽에 충돌시킴)으로 도출한다.

또한 차체 하부와 연결되는 대차나 차량을 연결하는 링 구

조 등 무거운 구조물들은 집중질량으로 모델링하고 이들과 결

합되어 있는 연결 장치, 스프링, 댐퍼 등은 비선형 스프링 요

소를 이용하여 동역학 모델을 구성한다. 스프링의 길이는

500~15,000 mm이고 모델링에 사용된 총 절점수는 127개이다.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Ls-Dyna 971 R4.2.1이며 Workstation

2-CPU 환경에서 24분 정도의 해석시간이 소요되었다.

Fig. 3 Outline of 1-D dynamic model of KHST

선두차량 3량을 상대로 차체 구간별 유한요소해석을 실시

하였다. 해석조건은 국내 충돌안전기준의 상대속도 36km/h

정면충돌사고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Fig. 4는 전두부의 구

간해석 결과로 충돌전과 충돌후의 압괴 형상이고, Fig. 5는

하중-변형 곡선이다.

2.2 1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충돌 해석결과 비교

본 논문의 해석에는 2007년 고시된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시행지침 [2~4]의 표준충돌사고각본 중에서 개별 차량

의 에너지 흡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면 충돌사고각본

을 적용하였다. 정면 충돌사고각본의 충돌조건은 피 충돌체

와 충돌체가 동일한 편성으로 구성된 열차들로 직선평탄선

로위에서 제동이 미체결된 상태로 충돌속도 36 km/h(고정벽

18 km/h와 동등)로 충돌한다. KHST가 흡수해야하는 총 운

동에너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Fig. 6과 Fig. 7은 충돌해석 시 3차원 모델과 1차원 모델

의 에너지 변환이력을 나타낸 것이다. 3차원 모델의 경우 총

흡수에너지가 5.08056MJ로 식(1)에서 계산했던 5.087775MJ

과 비교하여 0.142% 이내로 잘 일치하며, 수치해석과정의 총

에너지 변화량도 0.142% 이내로 일치하였다. 1차원 모델의

경우, 총 흡수에너지가 5.08349MJ로 이론적 수치와 0.084%

이내로 잘 일치하며 수치해석과정의 총에너지 변화량도

0.085%로 전체 에너지가 잘 보존되었다.

Fig. 8~13은 3차원 모델과 1차원 모델의 구간별 하중-변형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동력차 전두부의 경우 3차원 해석에

서 약 50 mm의 압괴가 더 발생하였고, 동력차 후미부의 경

우 1차원해석보다 3차원해석 결과에서 압괴량이 100 mm정

도 적었다. 한편 동력객차와 객차는 가중(loading) 및 해중

(unloading)곡선의 기울기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3차원 유

한요소 해석에서는 탄성변형이지만, 1차원 해석에서는 구간

충돌해석으로 구성한 탄소성 스프링 요소를 사용한 때문이다.

Fig. 4 Deformed shape of the

PC front-end 

Fig. 5 F-δ curve of the PC front-

end

 

  

Fig. 6 Energy history curve of

3-D

Fig. 7 Energy history curve of

1-D

Fig. 8 1-D vs. 3-D F-δ curve of

the PC front-end

Fig. 9 1-D vs. 3-D F-δ curve of

the P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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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해석으로 구한 가속도 데이터를 필터링 하지 않으면

노이즈와 고주파 등 불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포함된다. 따

라서 해외에서는 가속도 데이터를 적절하게 필터링 할 수 있

는 주파수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SAE J211 filter의 channel class 60 [14,15]을 철도에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철도차량은 매우 강하게 설계

되므로 우리나라의 차체 강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내 철도차량과 차체강도가 비슷한 유럽에서 사

용하는 FFT 40 Hz low pass filter [16]를 사용하여 최대 충

돌가속도와 평균 가속도를 평가하였다. Fig. 14와 같이 동력

차 중앙부는 1차원 모델에서 7.97 g, 3차원 모델에서 6.21 g

의 가속도(상대오차 22.1%)가 발생하였고, 동력객차 전방부

의 경우는 Fig. 15와 같이 1차원 모델에서 9.08 g, 3차원 모

델에서 6.90 g(상대오차 24.0%)가 발생하였다. 또 동력객차

중앙부의 가속도는 Fig. 16과 같이 1차원 모델에서 10.52 g,

3차원 모델에서 8.15 g(상대오차 22.5%)였고, 객차 중앙부의

경우는 Fig. 17과 같이 1차원 모델에서 6.55 g, 3차원 모델

에서 6.47 g(상대오차 1.2%)였다.

철도차량안전기준 시행 지침 [2~4]에는 평균 충돌 가속도의

계산은 충돌시뮬레이션에서 접촉하중이 발생한 후 소멸되기까

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모델과 가장 유사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는 1차원 모델

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두 모델간의 원래 데이터(raw

data)를 적분하여 얻어진 누적평균가속도에서의 피크 값을 비

교하였다. 누적평균을 계산하는 이론식은 다음과 같다 [17].

(2)

동력차 중앙부의 경우, Fig. 18과 같이 22.5 ms에서 1차원

모델은 2.31 g, 3차원 모델은 2.25 g의 평균가속도가 발생하

여 2.6% 의 상대오차가 발생하였다. 동력객차 전방부의 경

우, Fig. 19처럼 60 ms에서 1차원 모델은 1.38 g, 3차원 모

델은 1.09 g로 21.0%의 상대오차가 발생하였다.

또 동력객차 중앙부는 Fig. 20과 같이 60 ms에서 1차원 모

델은 1.34g, 3차원 모델은 1.07 g의 평균가속도가 발생하여

20.1%의 상대오차를 보였다. 객차의 경우에는 Fig. 21과 같이

80 ms에서 1차원 모델은 0.9712 g, 3차원 모델은 0.9071 g로

6.6%의 상대오차가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1차원 모델의

누적평균가속도 피크 값이 더 높았다.

Fig. 141-D vs. 3-D acceleration

result of the PC mid

Fig. 151-D vs. 3-D acceleration

result of the MT-Car front

  

Fig. 18 Cumulative average accel.

curve of the PC mid 

Fig. 19Cumulative average accel.

curve of the MT-Car front 

Fig. 20 Cumulative average accel.

curve of the MT-Ca mid

Fig. 21Cumulative average accel.

curve of the T-Car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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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1-D vs. 3-D acceleration

result of the MT-Car mid

Fig. 17 1-D vs. 3-D acceleration

result of the T-Car mid

  

Fig. 10 1-D vs. 3-D F-δ curve

of the MT-Car door

Fig. 11 1-D vs. 3-D F-δ curve

of the MT-Car end

Fig. 12 1-D vs. 3-D F-δ curve

of the T-Car door

Fig. 131-D vs. 3-D F-δ curve

of the T-Ca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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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과분석

철도차량안전기준 시행지침 [2~4]에는 충돌 시 5/1000초

보다 작은 시간동안 발생하는 피크하중은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나 방

법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실제 충돌거동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중-변형 곡선의 초

기 피크 값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다. 그러나 지속시간이

짧은 피크 하중을 자세하게 입력하여도 수치 오차에 의해

피크 값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일정 수준으로 감소

된다 10]. 감소되는 피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충격하중

-변형 곡선은 시뮬레이션에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1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충돌 시뮬레이션 값을 비

교하면 차체구간별로 변형량과 충격하중에 차이가 발생하

였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로 차체 구간별 해석 시 단부구

간을 제외한 중간구간은 강체벽과 직접 충돌할 수 없는데도

절단한 중간 구간을 강체벽과 충돌시켜 하중-변형곡선을 얻

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된다. 둘째로 동력차 후방부의 경

우 구간별 해석에서는 Fig. 22와 같이 사이드 버퍼의 타고

오름 장치가 작동되지 않지만, 3차원 유한요소 모델 해석 시

에는 Fig. 23과 같이 동력차와 동력객차 사이에 장착된 사

이드버퍼의 타고오름 장치가 작동되어 압괴 거동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충돌가속도의 경우, 국내 규정은 운전자 탑승 구간에는

제한이 없고, 승객 탑승 구간에만 최대 가속도 7.5 g, 평

균 가속도 5 g의 제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1차원 모델은

최대가속도는 규정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3차원 모델

은 동력객차의 중앙부에서만 7.5 g를 넘었다. 평균 가속도

는 두 모델 모두 5 g의 제한조건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최

대가속도는 1차원 모델 해석결과가 3차원 모델과 비교하

여 상대오차가 20%가 상회하여 좋은 예측치를 얻을 수 없

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Fig. 24와 같이 각 차

체를 구간별로 절단하지 않고 후미에 집중질량을 부과한 3

량 유한요소모델을 충돌 해석하여 차체 단면의 압괴 특성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3차원 전체 모델의 해석 결과를 

적용한 1차원 등가 모델

3.1 개선된 등가 모델링 개요

기존의 등가모델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Fig. 24와 같이 단순화된 편성열차의 3량 유한요소 모델에

대하여 18 km/h의 강체벽 정면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차체

구간별 압괴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각 구간별로 단면 옵

션(Ls-Dyna option card 인 Cross-section plane)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충분한 압괴가 발생하도록 마지막 차량 뒤쪽 고정

링의 중심 절점에 총 차량 질량의 4배의 집중질량을 부과

하였다. 이 집중질량은 총 차량 질량의 운동에너지보다 크

게 하여 충분한 압괴길이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임의

로 정하였고 질량차로 인한 압괴하중의 차이는 거의 없다.

또 해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강하게 설계된 운전실, 객

실 등은 강체로 모델링 하였다. 차체는 폭 방향으로 대칭이

라고 가정하여 1/2 모델링 하였으며 사용된 쉘요소와 솔리

드요소는 평균크기는 50 mm이고, 총 요소수는 305,093개이

다.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Ls-Dyna 971 R4.2.1이며

Workstation 4-CPU 환경에서 149시간 정도의 해석시간이 소

요되었다.

Fig. 24 Crash analysis of three cars using 3-D finite element model

Fig. 25는 3량을 충돌 해석한 결과에서 추출한 압괴 형상이

고, Fig. 26은 피크 값을 고려한 충격 하중-변형 곡선이다.

3.2 해석결과

Fig. 27과 Fig. 28은 각각 3차원 유한요소 모델과 1차원 동

역학 모델의 충돌 해석시 에너지 변환이력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운동에너지가 전부 흡수되었으며 전체 에너지 변화량도

3차원 모델의 경우는 0.052%, 1차원 모델의 경우는 0.019%로

에너지 측면의 수치오차가 미미하였다.

Fig. 22 Deformed shape of the

PC end 

Fig. 23 Deformed shape of the

PC end

  

Fig. 25 Deformed shape of the

PC front-end

Fig. 26 F-δ curve of the PC fron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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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34는 3차원 모델 및 1차원 모델 충돌해석 결과의

하중-변형 곡선을 각 차체 구간별로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

의 충돌 변형 거동이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력차

전두부의 경우 1차원 모델에서 약 68 mm정도 초과변형이 발

생하고, 동력차 후미부는 1차원해석에서 150 mm정도 변형

량이 적었다. 한편 동력 객차의 도어부와 후미부, 객차의 도

어부는 탄성변형으로 하중과 변형량이 유사하고 아주 적은

에너지만 흡수되었다. 객차 도어부의 하중-변형은 유사한 형

상이지만 30 mm정도 변형량 차이가 발생하였다. Fig. 12, 13

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5~38에서 3차원 모델과 1차원 모델의 최대 가속도를

FFT 40 Hz low pass filter로 필터링 하여 비교하였다. 동력차

중앙부는 1차원 모델에서 6.30 g, 3차원 모델에서 6.04 g의 최

대가속도(상대오차 4.1%)가 발생하였고, 동력객차 전방부는 1

차원 모델에서 6.99 g, 3차원 모델에서 6.93 g의 최대가속도(상

대오차 0.9%)가 발생하여 7.5 g 조건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동

력객차의 중앙부는 1차원 모델에서 8.40 g, 3차원 모델에서

8.12 g의 최대가속도(상대오차 3.3%)가 발생하였고, 객차의 중

앙부는 1차원 모델에서 7.93 g, 3차원 모델에서 7.97 g의 최대

가속도(상대오차 0.5%)가 발생하여 7.5 g 조건을 초과하였다. 기

존의 1차원 등가 충돌동역학 모델과 비교하여 개선된 최대 충

돌가속도 예측치를 제공하였다.

Fig. 39~42는 원래 가속도 데이터의 누적 평균을 계산하

여 1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평균가속도 피크 값을 비교

한 것이다. 동력차 중앙부의 경우 1차원 모델은 2.21 g, 3차

원 모델은 2.26 g의 가속도가 발생하여 2.2% 정도의 상대오

차가 발생하였다. 동력객차 전방부의 경우 1차원 모델은

1.28 g, 3차원 모델은 1.09 g의 가속도가 발생하여 상대오차

14.8%가 발생하였다. 동력객차의 중앙부는 1차원 모델은

Fig. 27 Energy history curve of

3-D

Fig. 28 Energy history curve of

1-D

Fig. 29 1-D vs. 3-D F-d curve of

the PC front-end

Fig. 30 1-D vs. 3-D F-d curve of

the PC end 

Fig. 31 1-D vs. 3-D F-d curve of

the MT-Car door 

Fig. 32 1-D vs. 3-D F-δ curve

of the MT-Car end 

Fig. 33 1-D vs. 3-D F-δ curve of

the T-Car door

Fig. 34 1-D vs. 3-D F-δ curve of

the T-Car end

  

  

  

  

Fig. 35 1-D vs. 3-D acceleration

result of the PC mid

Fig. 36 1-D vs. 3-D acceleration

result of the MT-Car front

Fig. 37 1-D vs. 3-D acceleration

result of the MT-Car mid

Fig. 38 1-D vs. 3-D acceleration

result of the T-Car mid

  

 
 

Fig. 39 Cumulative average accel.

curve of the PC mid

Fig. 40 Cumulative average accel.

curve of the MT-Car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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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g, 3차원 모델은 1.08 g의 가속도가 발생하였고 그 상

대오차가 14.2%였다. 객차의 경우 1차원 모델은 0.9539 g,

3차원 모델은 0.9129 g의 가속도가 발생하여 4.3%정도의 상

대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등가모델링 방법

에 비해 평균가속도의 상대오차 값이 감소하였다.

3.3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3차원 모델의 충돌거동과 등가인 1

차원 동역학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모델링 방법을 개

선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충돌거동을 동일하게 모사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할

중요한 결과는 승객구간의 가속도이다. 충돌 가속도를 일치

시키기 위해서는 열차의 복잡한 3차원 구성을 1차원화 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돌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압괴 구간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모델링하느냐가 관건

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차원 편성 차량의 단순화 유한

요소 모델을 이용한 1차원 등가 충돌동역학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면 충돌 가속도에 포함된 노이즈 성분 때문에 정확하

게 일치시킬 수는 없으나 Table 1과 Table 2와 같이 예측성

이 우수한 충돌가속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단면 옵션을 사용하여 구간별 하중-변형 특성 곡선을 추

출하는 방법은 1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각 구간별 하중

-변형 곡선을 기존방법보다 더 잘 일치시킬 수 있었고, 기

존방법의 구간별 해석 시 나타난 문제점인 충돌에 의한 초

기과도 하중을 감소시켰다. 또 기존방법에서 발생하였던 가

중(loading)-해중(unloading)시 1차원 충돌동역학 모델과 3차

원 유한요소 모델의 불일치 문제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단면 옵션을 사용하여 구한 3차원 모델의 하중-변

형 특성을 적용하여 1차원 모델을 충돌해석한 경우에도 동

력차 전두부에서 68 mm(5.8%)정도 변형이 더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동력차 후미부와 객차 도어부의 변형은 전두부에

서 더 흡수한 에너지만큼 덜 발생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

생한 이유는 1차원 모델링에서는 집중질량을 적용하므로 3

차원 모델과 같은 질량분포를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충돌

시 두 모델에서는 질량의 관성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1차

원 모델의 경우 각 구간을 두 개의 절점으로 정의하므로 각

열차구간의 질량이 절점에 집중되고 3차원 유한요소 모델보

다 훨씬 적은 절점에 큰 질량이 할당된다. 강체벽과 충돌 시

큰 질량이 집중된 1차원 집중질량 모델의 전두부에서 과도

한 변형이 생겨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모델의 충돌거동을 이용하

여 등가의 1차원 동역학 모델링 방법을 개발하였다. 두 모

델간의 비교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3차원 유한요소모델과 등가인 1차원 동역학 모델을 얻

으려면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충돌 거동과 유사하게 각 구

간별 하중-변형 특성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단면 옵션(Ls-Dyna option card 인 Cross-section

plane)은 3차원 모델의 구간별 하중-변형 특성을 추출하는데

효과적이었다.

(2) 기존의 구간별 해석을 통한 하중-변형 특성 추출 방법

은 열차 간 충돌거동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고 충돌 초기

에 큰 과도하중이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원 탄소성 스

프링 요소 특성을 정의하면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특성과

상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

체열차의 각 구간에 단면 옵션을 사용하여 구간 압괴 특성

을 추출하면 이러한 구간별 해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1차원 등가 모델링 방법(편성열차

의 단순 모델 해석 방법)으로 해석한 결과가 기존 방법(구

간별 해석 방법)의 1차원 모델보다 3차원 모델의 해석 결과

와 유사한 개선된 충돌거동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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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서 진행중인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응

용한것으로서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Fig. 41 Cumulative average accel.

curve of the MT-Car mid

Fig. 42 Cumulative average accel.

curve of the T-Car mid

 
 

Table 1 Maximum acceleration of the current vs. new

40Hz low pass 

filter[maximum]

Current New

1-D 3-D
difference

(%)
1-D 3-D

difference

(%)

PC mid 7.97 6.21 22.1 6.30 6.04 4.1

MT-Car front 9.08 6.90 24.0 6.99 6.93 0.9

MT-Car mid 10.52 8.15 22.5 8.40 8.12 3.3

T-Car mid 6.55 6.47 1.2 7.93 7.97 0.5

Table 2 Cumulative average acceleration of the current vs. new

40Hz low pass 

filter[average]

Current New

1-D 3-D
difference

(%)
1-D 3-D

difference

(%)

PC mid 2.31 2.25 2.6 2.21 2.26 2.2

MT-Car front 1.38 1.09 21.0 1.28 1.09 14.8

MT-Car mid 1.34 1.07 20.1 1.26 1.08 14.2

T-Car mid 0.9712 0.9071 6.6 0.95390.912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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