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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타고오름 해석을 위한 2차원 충돌동역학 모델링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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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호 통신과 열차 제어 시스템의 발전으로 열차 대 열차

충돌사고의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만 선로 장애물, 선

로결함, 탈선 및 전복 등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충돌사고

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 차량의 고속화/경량화로 인

하여 충돌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큰 피해를 수반한다. 따라

서 사고 피해저감을 목표로 하는 Passive safety 측면에서 미

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열차충돌로부터 초래되는 손실을 최

소화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1-4] 열차의 안전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던 방법들에는 선두차량 전두부/후방

과 후속차량의 비탑승 영역에 에너지 흡수장치 및 구조를 설

계하고, 횡좌굴과 타고오름 을 감소시키는 장치들을 장착하

도록 하고 있다.[5-8] 

철도차량의 충돌안전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기법

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차량과 가장 근사하게 모델링

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모델과 이를 단순화한 동역학적 모델

링 방법이 있다[1,4,9]. 3차원 유한요소해석은 전체차량의 모

델링과 해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동

역학적 모델링 방법은 이를 단순화한 스프링, 댐퍼, 질량의

조합으로 전체차량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1,3,10].

이러한 동역학적 모델링 방법은 크게 1차원과 2차원 충돌

동역학해석 모델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10-13]. 열차의 1

차원 충돌 동역학해석을 하면 각 차체구조의 에너지 흡수 능

력, 생존공간 확보 및 충격가속도 크기 등을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1차원 충돌 동역학해석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차

체구조의 충돌 에너지 흡수량 및 충격 감속도를 예측하는 데

는 유용하지만, 실제 충돌 시 발생하는 각 단위 차량간의 타

고오름 현상과 각 차량의 차간연결기 부품 및 지지 브라켓

구조에서 발생하는 충격력의 크기 등은 예측할 수 없다. 이

러한 물리량들을 분석하려면 전체차량 편성에 대하여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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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열차의 타고오름 해석을 위한 새로운 2차원 다물체 동역학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동

역학 모델은 에너지 흡수구조/부품뿐만 아니라 차체의 변형도 고려하여 비선형 스프링, 댐퍼, 질량으로 구성되

며 철도차량의 충돌에너지흡수량, 승객구간의 가속도, 연결 장치의 충격력, 차량간 타고오름 변위 등을 잘 예측

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으로 한국형고속열차를 차체 각 부분의 압괴 특성을 구하고 2차원 다물체 충돌동역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열차 대 열차 충돌 시나리오조건으로 2차원 동역학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가상시험

모델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2차원 동역학 모델은 타고오름 거동을 잘 예측하였으며 차체변형을 고려한 모델링

기법이 타고오름 평가에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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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구성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단위

차량으로 편성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2차원 동역학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양의 동적 물성 자료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의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2차원 충돌

동역학해석에서 얻을 수 있는 기계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

여 2차원 모델과 1차원 모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였다. 국내외에서 주요 사고 각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EN15227, TSI, 국내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6조

등 충돌사고각본들은 충돌 시 전방에 위치한 몇몇 차량에 큰

충격력이 발생하지만 후방의 차량은 충돌 영향을 덜 받음을

감안하여 전방의 동력차, 동력객차, 후속 객차 3량은 2차원 모

델로 구성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1차원 모델로 구성하였다. 에

너지 흡수구조 및 장치를 제외한 대차 스프링과 댐퍼는 선

형특성을 적용하였으며, 에너지 흡수구조 및 장치 부분에는

3D FE 모델 해석 결과를 적용한 비선형스프링을 사용하였

다. 또 본 논문에서 개발된 동역학적 모델은 기존 2차원 충

돌해석 모델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차체구조의 변형을 반영

하기 위하여 단부나 출입문 영역은 비선형 스프링요소로 모

델링하고 압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탑승공간만 강체로 모

델링 하였다. 도출된 모델링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형고속전철 (이하, KHST라 함) 차량을 대상으로 1, 2차원

동역학 모델을 구성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충돌해석을 수행

하고 그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9,14].

2. 충돌동역학 모델링 개요

2.1 기존 충돌동역학 모델

실제 충돌사고를 모사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물체 동역학

을 이용하여 차량 운동을 예측하여 왔다. 이러한 다물체 동

역학모델은 구속에 의해 연결된 강체와 유연체의 조합으로

정의되며 외부의 힘으로부터 모델이 실제와 동일하게 운동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1~3은 기존에 개발된 열

차 모델링의 개념도이다. 이들 모델링의 공통점은 승객탑승

과 전장품 배치 구간인 구체를 강체로 하고, 차량 끝단과 연

결구간을 스프링과 댐퍼 요소로 모델링 하여 차량간 타고오

름과 지지 브라켓의 충격력 등을 예측할 수 있다.

Fig. 1은 미국 FRA[14]에서 개발된 3차원 모델로서 차체

의 전두부와 연결구간을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여 충돌에 의

한 변형을 고려하였으며, Fig. 2는 SAFETRAIN project[12]

에서 개발된 2차원 모델로서 차체 중심을 회전 조인트로 연

결하여 열차 충돌 시 차체 중간에서의 변형을 고려하였다. 

Fig. 3, 4는 국내에서 개발된 KHST에 대한 기존의 타고

오름 평가용 2차원 모델이다[14]. 승객구간을 강체로 하였

으며 전두부와 차량 연결장치인 사이드버퍼의 길이방향 스

프링과 대차의 수직방향 스프링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전두부의 커플러, 헤드스톡, 하니콤 그리고 차량 연결 장치

인 사이드버퍼에서 충돌 에너지가 흡수하도록 하였으며 대

차의 1차, 2차 현가와 피봇 스프링을 차량별로 각각 다르게

모델링 하였다.

2.2 2차원 유연체 차체 모델 개발

Fig. 1, 2, 4와 같이 기존의 타고오름 예측을 위한 동역학

모델은 전두부를 제외한 전체 차체가 강체로 모델링되어 있

는 강체 차체 모델(rigid carbody model)로서 충돌시 실제 차

체의 변형을 고려하지 못한다. 실제와 가깝게 모델링하기 위

해서 강체 끝단 영역, 즉 차체의 출입문과 단부 구간을 변

형이 가능하도록 Fig. 5와 같이 유연체 차체 모델(flexible

carbody model)을 개발하였다.

SAFETRAIN 연구[12]의 경우, 차체 중간이 1자유도 회전

(rotational)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 FRA[15]의 차체모델보다는Fig. 1 Schematic of collision dynamic model [FRA]

Fig. 2 Topology description of a train car [SAFETRAIN]

Fig. 3 Configuration of the full rake KHST

Fig. 4 Dynamics model of the PC and MT of K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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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지만 여전히 차체의 수직 변형을 고려하지 못한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 개발한 모델은 차체의 구간 끝단에 3개

의 자유도(길이방향, 수직방향, 회전)를 가지는 2개의 상하

부 스프링을 사용하여 열차의 압괴구간을 고려하였다. Fig.

5와 같이 3자유도를 가지는 링크 2개로 연결된 차체는 3자

유도 운동이 가능하여 차량의 충돌거동을 보다 자세히 모사

할 수 있다. 해석모델에는 중력에 의한 동적 안정화를 위하

여 중력 할당 값을 1차, 2차 현가장치에 적용하였고 차륜-

레일 스프링의 경우 압축시에는 큰 강성을 주었으며 인장에

대해서는 자유롭도록 하였다.

Fig. 6은 KHST의 3차원 모델 및 해석조건으로 운전자 및

승객구간을 강체로 하고 나머지 출입문 및 단부구간을 변형

구간으로 정의하였다.

차체의 압괴구간 특성을 나타내는 2차원 비선형 스프링요

소특성은 Fig. 6과 같이 3차원 차체구조의 쉘모델을 상하로

분리된 고정벽에 18km/h로 충돌(동일열차간 상대속도 36km/

h 충돌)시켜 얻어지는 충격력-압괴변위로부터 Fig. 7과 같이

Fig. 5 Deformation of a car body by two springs

Fig. 6 2D spring models obtained from 3D sectional FE analyses

of KHST

Fig. 7 Longitudinal F-δ curves obtained from MT end section

analyses for the 2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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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길이방향 압괴 특성을 구하

였다. 또 수직방향 압괴 특성은 Fig. 8과 같이 차체 단면부

의 수직변위를 강제로 상하 이동시켜 구하였다. 여기서 수

직변위 이동속도도 열차 충돌 속도와 같은 18km/h를 사용

하였다. 그 이유는 충돌시 수직운동속도는 경우에 따라 상

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속 충돌이여서 속도효과가 크지 않

으므로 열차 충돌시 수평방향과 수직방향 변형이 동일한 속

도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주요 변형구조 영역의 비선형 압괴 특성을

이용하여 Fig. 9와 같이 상하부 2개의 비선형 스프링 요소

와 현가장치, 연결기, 사이드버퍼, 차체 및 대차에 대한 강

체요소 등을 결합하여 2차원 충돌동역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Fig. 9와 같이 구성된 2차원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충

돌해석을 수행하면 대차와 차체의 상하운동, 연결장치나 지

지구조에 부과되는 전후 상하방향의 충격력 등 1차원 해석

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Fig. 1, 2, 4와

같은 이전의 해석 모델과 달리 차체의 변형특성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충돌안전규정은 충돌 해석에서 구해진 승객구간 가속

도가 최대 7.5g, 평균 5g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충

돌 시 발생된 하중도 5ms이하에서 발생된 고주파 과도 성

분은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SAFETRAIN 연구에서도 충돌

시험 결과의 하중-변위 데이터에서 5ms이내의 피크하중은

무시하였다. 이는 5ms이내에 발생된 순간 충격력이 승객 부

Fig. 8 Vertical F-δ curves of MT end section analysis results for the 2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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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체구간해석 결과를 그대로 2D 모델에 사용하지

않고 5ms사이에 발생된 고주파 충격력을 무시한 샘플링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에너지-변위 커브를 추출

하여 변위에 대한 에너지 변화량은 일치시켰다.

3. 기존 1D모델과의 비교를 통한 2D모델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2차원 유연체 차체 모델 충돌 해석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편성열차의 충돌시

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있

다. 동일한 편성에 대하여 별도로 Fig. 10과 같이 구성된 1D

모델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2D모델의 수직과 피칭거동을 구

속한 모델 (2차원 1자유도 모델)에 동일한 충돌 조건을 적

용하여 비교하였다.

Fig. 10과 같은 1D 모델은 차량의 구간별 탄소성 충돌 변

형거동을 비선형 스프링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는데 길이방

향 운동만 가능한 모델이므로 승객구간의 가속도 평가와 열

차 구간별 흡수에너지를 추정하는데 효과적이다. KHST 편

성에 대하여 제안된 2D 모델과 부합되게 승객탑승구간을 강

체와 비선형 스프링으로 모델링 하여 Fig. 10처럼 1D 모델

을 만들었다. 1D와 2D 모델의 길이 방향의 충돌특성을 비

교하기 위하여 열차 대 열차 36km/h 열차 충돌사고시나리

오를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Fig. 10 Dynamic model of one-dimensional KHST

2차원 1자유도 모델과 1차원 모델의 해석결과 충돌거동은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 Fig. 11, 12는 두 모델의 에너지 선

도로서 총 에너지와 경향이 거의 일치하고, 또 Fig. 13, 14

는 구간별 에너지 흡수량으로서 Table 1과 같이 5% 이내의

차이로 거의 유사하였다. 운전자 및 승객구간의 충돌가속도

또한 거의 일치하고 있다.

Fig. 9 2D flexible carbody models of KHST

Fig. 11 Energy history curves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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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원모델과 VTM의 타고오름량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2D 유연체 차체 모델과 기존 2D 강

체 차체 모델의 해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차체 변형이 타고

오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VTM(가상

시험모델)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동력차와 동력객차 사이에 취부되어 있는 타고오름 방지

장치인 사이드버퍼는 열차 길이방향으로 약 0.5MJ의 에너

지를 흡수하며 수직방향 하중-변위 커브는 Fig. 15와 같이

85mm 수직변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큰 강성값을 가져 더 이

상의 타고오름을 방지한다.

Fig. 15 Vertical characteristic of side buffer

Fig. 16, 17은 국내규정의 열차 대 열차 36km/h 충돌 시

발생하는 동력차와 동력객차 사이에 위치한 사이드 버퍼의

열차길이방향 충격력과 차체 무게중심점의 상하운동이다. 사

이드버퍼의 충격력은 강체 차체모델이 유연체 차체모델보다

약 3배정도의 최대 충격력이 발생하며, 차체의 상하운동 역

시 약 2배 이상 크게 발생하였다.

Table 2는 기존의 강체 차체 모델의 충돌해석 결과로서

36km/h 충돌 시 국내충돌 규정에는 만족하나 48km/h 충돌

부터는 사이드버퍼의 수직하중이 990kN을 초과하는 등 과

도한 충격하중이 발생하여 타고오름에 안전하지 못한 것으

로 해석된다. 그러나 Table 3의 유연체 차체 모델의 경우

Fig. 12 Energy history curves (2D)

Fig. 13 Absorbed energy in each part (1D)

Fig. 14 Absorbed energy in each part (2D)

Table 1 1D vs. 2D 1DOF Simulation results

Absorbed energy [MJ] 

(at 2000ms) Difference

1D model 2D_1DOF model

Total kinetic 

energy
10.405 10.4052 0.002%

PC

front end

6.5393

(62.848%)

6.5396

(62.849%)
0.005%

PC door
0.85052

(8.174%)

0.87379

(8.398%)
2.736%

Side buffer
0.50301

(4.834%)

0.51405

(4.940%)
2.195%

PC end
0.46041

(4.425%)

0.44449

(4.272%)
3.458%

The rest
2.05176

(19.719%)

2.03327

(19.541%)
0.901%

Crash peak acceleration [g]

(40Hz low pass filtered-FFT)

1D model 2D_1DOF model

Driver's area 9.59 10.12 5.527%

MT mid 10.98 11.38 3.643%

T mid 8.37 8.78 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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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km/h와 48km/h 충돌시 타고오름에 안전하며 55km/h 충

돌부터 약 251.6kN의 수직하중이 발생하여 사이드버퍼의 수

직하중 허용 한계인 150kN을 초과하므로 타고오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기존의 강체 차체 모델과 본 연

구의 유연체 차체 모델 사이에는 충돌에 의한 타고오름 거

동에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Table 2, 3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기존 강체 차체 모델보다

유연체 차체 모델이 타고오름에 더 안전하게 해석되었다. 특

히 강체 차체 모델의 48km/h 충돌보다 유연체 차체 모델의

60km/h 충돌에서 오히려 타고오름이 적게 발생하였다. 이것

은 강체차체 모델이 열차 차체를 강체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흡수가 부족하여 과도한 타고오름이 발생하게

되지만, 유연체차체 모델의 경우 차체의 수평/수직압괴를 고

려하여 모델링하였기 때문에 실제 충돌조건에 가깝게 타고

오름 양이 해석되었다고 분석된다.

국내외 충돌안전규정에는 최종적으로 3차원 가상시험모델

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차원 모델의 타고오름

거동을 최종적으로 3차원 VTM의 충돌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Fig. 18은 2차원 모델과 동일한 편성으로 구성

된 VTM으로 전방 3량까지 3차원 유한요소로 모델링되었으

Fig. 16 Longitudinal force of side buffer

Fig. 17 Vertical displacement of center of gravity of each carbody

Table 2 Overriding results with respect to collision velocity

(rigid carbody model)

Collision 

velocity

Korea

(36km/h)

FRA

(48km/h)

SAFETRAIN

(55km/h)

GMRT

(60km/h)

Overriding 

[mm]
66.59 86.64 88.01 89.55

Overriding 

force [kN]
15.87 992.6 1672 2630

Table 3 Overriding results with respect to collision velocity

(flexible carbody model)

Collision 

velocity

Korea

(36km/h)

FRA

(48km/h)

SAFETRAIN

(55km/h)

GMRT

(60km/h)

Overriding 

[mm]
28.72 23.81 84.63 85.01

Overriding 

force [kN]
7.09 5.78 251.6 365.8

Fig. 18 Side view of virtual testing model

Fig. 19 Vertical force of side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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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충돌영향이 적은 후방 차량등은 1차원 동역학 모델로 구

성하였다. 2차원 모델 및 VTM의 열차 대 열차 36km/h 충

돌해석결과 사이드버퍼의 타고오름 수직하중은 Fig. 19와 같

다. 강체 차체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2배 이상의 타고오름

수직하중이 발생하였으며 VTM과 유연체 차체모델에서는 거

의 동일한 최대하중이 발생하였다. 다만, 최대하중의 발생 시

간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모델링 특성상 일부 강체

차체를 적용한 2차원 동역학 모델이 변형특성의 유한요소로

구성된 VTM보다 충격파 전달이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고오름 양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차체

의 모든 압괴 가능영역을 유연체로 고려하여 모델링하는 것

이 유리하며, 높은 속도의 충돌에서 타고오름 현상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차체가 충돌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

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 론

열차 충돌시 차량간 타고오름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편

성열차를 모두 유한요소모델을 만들어 해석하기에는 설계측

면에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다물체 동역학모델을 이용하여 편성열차 해석을 수

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의 타고오름 해석을 위한

2차원 모델링 기법에서 기존 강체 차체에 변형구간을 추가

하여 유연체 차체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변형구간을 고

려한 2차원 모델의 열차 대 열차 충돌사고 각본을 적용한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차체 변형구간의 상부와 하부에 2개의 비선형 스프링

요소를 사용한 유연체 차체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면 열차의

2차원 충돌 거동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차량간 충돌에서 발

생하는 타고오름 현상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

었다. 

(2) 열차의 2차원 충돌동역학 모델링 시 차체의 변형을 고

려하면 기존의 1차원 모델 해석에 얻을 수 있었던 각 차량

차체구조의 압괴량, 흡수에너지, 승객구간의 가속도 등을 잘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와 차체의 상하운동, 연결

장치나 지지구조에 부과되는 충격력 등도 잘 예측할 수 있다.

(3) 열차의 2차원 충돌 동역학 모델의 타고오름 거동에서

유연체 차체 모델링 기법을 사용한 것은 VTM 결과와 유사

하게 구해졌으나, 강체 차체 모델링 기법을 사용한 타고오

름 양은 상당히 크게 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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