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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연결기용 완충장치에 대한 충돌해석 결과 비교

Comparison of Impact Simulation Result for Rolling Stock Vehicle Coupler System

장현목†·김기남1·박영일2

Hyeon-mog Jang · Ki-nam Kim · Young-il Park

1. 서 론

철도안전법으로 철도차량의 설계제작운용에 대한 안전기

준을 법규화[1] 하면서 다양한 안전 요구조건들이 규정화되

었으나, 철도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현실적인 국내 기

술수준과의 차이점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

되었다.

철도차량에 대한 충돌안전 기준 및 요구조건과 관련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TSI 규정에 따라 모든 철도차량에 적용하

고 있으며, 국내의 철도안전법중 충돌안전 기준에 관련된 부

분도 TSI[2]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

법에서 요구하는 충돌안전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기존의 고무 완충기와 더불어 유압 완충 장치가 포

함된 철도차량 연결기용 완충 시스템의 충돌을 해석할 수 있

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사전 검증작업 목적으로 개발된

충돌해석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향후 연결기시스

템의 성능 입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충돌해석 프로그램

충돌해석은 철도차량의 연결기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해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

보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2.1 충돌해석 프로그램의 개요

충돌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차량의 구조와 강성을 단

순화하여 Fig. 1과 같이 Matlab으로 차량 편성에 대한 모델

링을 구성하였다. 

Fig. 1 Modeling for the train set

실제 차량이 충돌속도와 충돌시 발생하는 변위에 따른 독

립적인 특성을 가지는 두 개의 완충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물리적으로 실제 거동에서는 하나의 등가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목적이 충돌시 발생하는 힘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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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를 어느 정도의 오차를 포함

하는 범위에서 등가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2.2 고무 완충장치에 대한 모델링

연결기의 완충장치로 사용하는 고무 완충장치는 특성곡선

을 반영하는 부분과 속도의 변화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Fig.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무 완충장치의 특성곡선은 Fig.

3과 같으며, 연결기시스템에 적용된 예는 Fig. 4와 같다[3,

4].

Fig. 2 Matlab model for rubber cushion unit

Fig. 3 Characteristic curve for the rubber cushion unit

Fig. 4 Coupler model attached rubber cushion unit

2.3 유압 완충장치에 대한 모델링

연결기의 완충장치로 사용하는 유압완충장치에 대한 해석

모델도 속도와 변위에 따라 발생하는 힘을 구할 수 있도록

Fig. 5와 같이 모델링 하였다. 

유압완충장치는 충돌해석 결과에 따라 완충장치 모델을 변

경하여 충격력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

기 위하여 수회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Fig. 5 Matlab model for hydraulic buffer unit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압완충장치의 특성곡선은 Fig. 6

과 같으며, 연결기 시스템에 적용된 예는 Fig. 7과 같다.

Fig. 6 Force of the hydraulic buffer according to the displacement

Fig. 7 Coupler model attached buffer unit & drawgear unit

3. 충돌 시험 결과

완충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은 단일 객차에 장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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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시스템과 고정벽면에 지지된 완충 시스템이 일정한 간격

을 두고 특정한 속도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측정 하였다.

3.1 실험 조건

실험 수행을 위해, 40톤의 객차 전두부에는 기존의 객차에

장착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무 완충기만을 포함한 연결기 시

스템이, 고정된 벽면에는 유압 완충기와 고무 완충기를 모두

포함하여 Fig. 8과 같은 연결기시스템[5], [6]이 장착되었다.

Fig. 8 Test setup of coupling system installed

충돌 실험을 위해 객차의 속도는 2.7km/h, 3.6km/h,

3.4km/h, 6.0km/h, 7.6km/h, 10km/h, 10.75km/h 의 순서로

제어하여 7번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완충기의 보존을 위해 처

음 두 번을 제외하고는 충돌 시 연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충돌만을 수행하였다. 또한 완충기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

해 각 충돌 실험 후에 일정한 휴식을 통해 완충기의 초기

온도를 일치시켰다. 

3.2 충돌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 비교

충돌 실험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충돌 시 발생하는 최

대 압축력을 예측하여 이를 견딜 수 있는 완충 시스템을 개

발하는데 있다. 따라서 최대 압축력을 비교함으로써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고무 완충기의 충돌해석 결과는 Fig. 9 와 같은 특성 곡

선을 보여 주었다.

Fig. 9 Performance curve of elastic buffer

유압 완충기는 몇 가지 특성에 의해 힘이 결정되는데 유

압 완충기의 압축 변위가 클수록 그리고 압축되는 속도가 빠

를수록 압축력이 크게 나타나며, Fig. 10과 같은 특성 곡선

을 보여 주었다.

Fig. 10 Performance curve of hydrostatic buffer

유압 완충기와 고무 완충기의 특성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연결기 시스템 전체의 변위와 힘의 관계를 충돌 속도 조건

에 따라 나타낸 결과는 Fig. 11과 같다. 

Fig. 11 Force of the coupling system vs. total stroke

Table 1은 실제 시험의 결과와 충돌해석의 결과에서 발생

하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완충기 모델의 경우 고무 완충기를

변위에 의존하는 함수로만 표현하여 충돌을 해석할 때, 실

제의 충돌 결과와 상당히 근접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지라도 유압 완충기의 경우, 단순히 변위에 의존하는 함

수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유압 완충기의 경

우, 그 물리적 현상이 댐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적

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장현목·김기남·박영일

25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3권 제3호(2010년 6월)

한 편, 속도에 관한 변수를 적용할 경우 유압 완충기 모

델을 적용한 해석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충돌 실험 결과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큰 압축력이 해석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차량시스템의 충돌현상은 단순히 완충기의 특성뿐 아

니라 주변 충돌 환경에 의한 마찰 요인이 작용하므로 시뮬

레이션 결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시뮬레

이션 상의 오차를 보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마찰력의 고려

일반적으로 철도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차량의 자중에 의

한 구름 저항, 등판 저항, 공기 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충돌 실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등판 저항과 공기 저항은 상

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자중에 의한 구름 저항을 추가적인 저

항으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Fig. 12는 마찰을 고려한 완충기의 특성으로 기존의 프로

그램에 마찰을 고려한 특성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Fig. 12 Performance curve of buffer considering friction

Table 2는 마찰을 고려한 충돌해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

으며, Table 1과 비교할 경우 오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결과와 비교할 경우 매우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석에 수행된 마찰 계수는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낸

마찰 계수가 아닌,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결과와 근사시킬

수 있는 0.1을 사용하였는데, 이 값은 일반적으로 철도 차량에

적용되는 마찰 계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 큰 범위에 있는 값

이다.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실험의 충돌보다 주기가

짧은 충돌 거동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최대 응답력이 다소 높게 나온 것

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로 각 완충기의 강성이

다소 작게 설계되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속

충돌의 경우 실제 특성보다 작은 기울기를 가져 그 강성을 적

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빨

리 압축될 때, 고무의 강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

해 같은 변위에 도달할지라도 고무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달되는 응답력에 있어

해석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해석한 동일한 완충

시스템을 해석할 때, 과도한 구름 저항을 등가 적용할 경우

Table 2와 같이 실제 충돌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실제 충돌을 반영하

기 위해 수정된 모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충

돌 실험이 10km/h 미만의 저속에서 수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실험 시 속도의 감소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마

찰 모델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각 완충기

의 압축 속도 및 변위에 따른 응답력 특성을 정밀하게 얻는다

면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압 완충기의 경우 변위 및 속도에 의존하는 함수로 그

응답력을 표현할 경우 실제 충돌 시의 거동과 10% 내외로

근접한 해석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철도 차량의 마찰 모

델을 적용하여 실험값과 보다 근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4. 편성 충돌해석 결과

충돌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결기에 적용되는 완충장치

나 충격흡수장치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구현할 수 있

어야 하며, 충돌해석을 위한 입력조건에서 완충장치, 충격흡

수장치, 차량의 충돌속도, 차량의 강성, 차량의 편성 등을 선

 

Table 1 The maximum forces for the collision according to the

speed of moving trains

Speed

(km/h)

Force (kN)

Experimental Simulation

2.7 218 232(+6%)

3.4 254 282(+11%)

3.6 273 298(+9%)

6 462 511(+10%)

7.6 610 690(13%)

10 937 1043(11%)

Table 2 The maximum forces for the collision according to the

speed of moving trains when friction resistance is

considered

Speed

(km/h)

Force(kN)

experimental Simulation error(%)

2.7 218 215 -1.4

3.4 254 256 0.8

3.6 273 271 -0.7

6 462 478 3.5

7.6 610 649 6.3

10 937 10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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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도시철도차량의 충돌해석 검증조건인 5km/h 조

건에서 고무 완충기를 이용한 연결기 시스템에 대한 차량 편

성의 충돌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Fig. 13은 8량 편성에 대한 충돌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의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Fig. 13 GUI of Simulation program

Fig. 14~Fig. 16, Table 3~Table 5는 8R, 6R, 4R 편성에

대한 충돌해석 그래프와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Fig. 14 Simulation result curve for the 8R x 8R configuration

Table 3 Simulation result table for the 8R x 8R

Fig. 15 Simulation result curve for the 6R x 6R configuration

Table 4 Simulation result table for the 6R x 6R

Fig. 16 Simulation result curve for the 4R x 4R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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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imulation result table for the 4R x 4R

Fig. 17, Table 6은 차량 편성과 중량조건이 상이한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된 충돌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Fig. 17 Simulation result curve for the 8R x 8R configuration

Table 6 Simulation result table for the 8R x 8R

충돌해석 결과에서는 완충장치에서 발생하는 최대충격력이

각각 525kN, 502kN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충

격력은 차량의 Underframe으로 전달 된다. 따라서, 차량에서

는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설계를 위하여 Underframe이 최소한

525kN, 502kN의 충격력을 겯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상기의 충돌해석 결과는 외국사의 충돌해석 결과와 비교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사와 국내에서 개발한

충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충돌해석 결과를 비교할 경우

약 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충돌해석 프로그램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

하여 두 가지 결과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실제 실험결

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속도가 증가하면서 결과

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10% 이내

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제 발생하는 마찰저항과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패턴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

하는 것으로 완충장치의 압축 속도 및 변위에 따른 응답 특

성을 정밀하게 얻는다면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충돌시험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내여건상 충돌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무 완충기 모델만을 사용한 편성단위의 충돌해석

결과에서는 약 5% 정도의 유사한 해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무 완충기의 경우 유압완충기 모델보다 단순한 형태

의 압축력과 변위 특성을 이용하여 모델링 되기 때문에 오

차의 발생요인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유압완충기를 적용

할 경우에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실제 실험결과와 근접한 결과를 얻을 경우 다

양한 차량모델에 대한 충돌해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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