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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차량의 충돌안전성에 관해서는 전세계적으

로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양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져 오고 있다. 철도 차량 운행의 특성 상 운전석

은 트랙의 시야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전두부의 끝 

단에 자리 잡게 되어 있다. 특히 북미형 편성 열

차(Multiple Units)의 전두부는 평면 육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충돌 사고 시 운전자와 충돌체와의 

간격이 상당히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운전자

의 입장에서 충돌체의 전두부 침투 시 필수 생존

공간을 보장 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즉, 잠재

적으로 상당한 상해 위험도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

이다. 또한 20 세기에 실제로 이러한 충돌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전미교통협회(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통칭 APTA)는 1999 년도

에 차량의 단부 구조물 설계에 있어, 이러한 충돌

에 관련된 사항들이 고려된 정하중 조건을 임시적

으로 공표하였다. 이후 2006 년도에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부 구조물(end frame)의 압괴조

Key Words: Collision Post (충돌 기둥), Corner Post (모서리 기둥), Energy Absorption(에너지 흡수), Multiple 

Units (편성열차), Crush Analysis(압괴 해석), Crush Test(압괴 시험), Crash Analysis(충돌 해석), 

End frame (단부 구조물), Survival Space (생존공간) 

초록: 철도차량에서 있어서 충돌 시 철도차량의 전두부가 운전자 및 승객의 공간을 침투하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철도차량의 충돌에 관한 연구들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2010 년에 미국연방법규인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단부 구조물 (end 

frame)의 구성요소인 충돌 기둥 및 모서리 기둥에 대한 압괴조건을 추가하여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 기둥에 대해서 CFR 법규에 명시된 조건에 대해서 압괴해석 및 압괴시험을 수행하였고, 법규에서 

근본적으로 고려한 충돌체와의 충돌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단부 

구조물의 압괴특성과 충돌특성을 파악하고 해석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다양한 단부 구조물의 개발에 

있어서 압괴해석의 유용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In accidents involving the collision of railway vehicles, there is a risk that structural members might 

penetrate the cab frame of the railway vehicle in the space in which the driver or passengers are seated. To reduce this 

risk, worldwide, studies on the collision of railway vehicles are underway. In North America,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was revised in 2010 to include crush criteria for a collision and the corner post in an end frame. In 

this study, a crush analysis and crush test for a collision post and a crash analysis for a rigid cylinder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CFR. The analysis and test results were compared and reviewed.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usefulness of crush analysis for developing various end frames, and to understand the crush and crash characteristics 

and review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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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반영된 규격을 수정 공표하였다.(1) 현재 이 

규격은 차량 운전실에 설치된 수직 프레임들(충돌 

기둥과 모서리 기둥)에 충돌 시 발생될 수 있는 

압괴변형의 한계와 흡수되어야 할 에너지량을 명

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010 년도에 미국 연방 

법규인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APTA

규격의 단부 구조물의 압괴 조건이 추가되어 개정

되었다.(2) 이러한 새로운 법규의 적용으로 모든 철

도차량 제작 회사들은 북미지역에 진출을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단부 구조물의 압괴 성능이 CFR 

법규를 만족하는 지 여부를 입증 해야만 한다. 이

를 위하여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CFR 법규를 만족하는 단부 구조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 많은 연구를 진행시켜 왔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일천하며 따라서 자체적인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시

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법규 입증에 있어서 발주처에서는 

대부분 단부 구조물에 대한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단부 구조물을 제작 후 시험하는 시점은 전체 사

업 일정 상 설계가 마무리되고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시험에서 불만족 시 사업에 시간 및 비

용적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및 수치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한 시험횟수를 감

소시키며 또한 시험으로 얻기 어려운 구조물의 국

소적인 에너지 흡수 및 변형 메카니즘 현상을 자

세히 제공함으로써 구조물의 압괴 특성을 파악하

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 

전산 프로그램인 LS-DYNA(4)을 이용하여, APTA 

규격 및 CFR 법규에서 요구하는 압괴조건을 단부 

구조물에 대해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고, 동일한 

단부 구조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자체적인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그 

노하우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 

검증결과로부터 수치 해석의 신뢰도를 검토함으로

써, 향후 다양한 구조물 설계 개발시 압괴해석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PTA 규격 및 CFR 법규에서는 근본적으로 충

돌체와 단부 구조물의 충돌을 고려하였으며, 규격

화 및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압괴조건을 충돌조건

으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PTA 규격 및 CFR 법규에서 고려한 충돌체와 단

부 구조물과의 충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를 압괴 해석 및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

해 준정적 압괴특성과 동적 충돌특성과의 상관관

계에 대해서도 비교를 수행하였다.  

2. 북미형 단부 구조 및  

APTA /CFR 법규  

전형적인 북미형 단부 구조는 buffer beam (또는 

end sill), 사이드실 (side sill), 충돌 기둥, 모서리 기

둥, shelf, roof frame, bulk head와 AT beam로 이루어

져 있다. 이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두 개의 충돌 

기둥은 단부 끝 단에 buffer beam과 AT beam에 연

결되고, 폭 방향으로 약 1/3 에 각각 위치한다. 두 

개의 모서리 기둥은 단부 끝 단의 폭 방향 양쪽 

끝에서 buffer beam 과 AT beam 에 연결된다. AT 

beam 는 roof frame 또는 사이드 골조와 연결된다. 

이러한 구조는 CFR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AT 

beam은 roof frame 로 대체 할 수 있다. 

APTA 규격 및 CFR 법규는 충돌 기둥에서 흡수

되어야 될 에너지 용량과 생존공간에 침투 가능한 

변위가 규정하고 있다. 이는 buffer beam 상면에서 

30 inch (762 mm) 수직 높이에서 충돌 기둥의 최대 

가로 6 inch (152.4 mm)와 세로 6 inch (152.4 mm)의 

면적에 차량의 길이 방향으로 하중을 부가하여 단

부 안으로 침투된 변위가 최대 10 inch (254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 135,000 lb-ft (0.18 MJ) 이상

의 에너지가 흡수 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존공간을 Fig.1 에 개념

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충돌 기둥은 상하부인 

buffer beam 과 AT beam 과 연결 부위에서 완전 파

단 혹은 분리 되지 않아야 한다(부분적인 손상이

나 파단은 허용함). 

APTA 규격에서는 충돌체와의 충돌조건에 대해

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름 48 inch  (1,219.2 

mm), 폭 36 inch (914.4 mm)인 10,000 lbs (약 4.5 톤)

의 자중을 가지고 있는 실린더 형태의 강체를 

buffer beam 상면에서 30 inch  (762 mm) 높이에서 

21 mile/hr (33.8 km/hr)의 속도로 충돌 기둥과 충돌 

시 상기의 압괴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유한요소모델과 해석 경계조건 

3.1 유한요소모델 개발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흡수 구조물의 압괴 성능

을 수치 계산을 위해서 차량의 단부 끝에서 볼스

터까지 부분 모델을 Fig. 2 와 같이 사용하였다. X 

축은 차량 폭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Y 축은 길이 

방향, Z축은 차량 수직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유한요소모델의 기준 격자 크기는 대부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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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rawing of Survival area 

 

 

Fig. 2 Schematic drawing of end frame 

 

 

Fig. 3 Developed FE model of end frame 

 

하게 적용하였으며, 하중 부가 부분의 격자 크기

를 Fig. 3 과 같이 기준 격자 크기보다 세밀하게 

분할하였다. 기준 격자 크기는 30 mm 이며, 하중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used 

No. Material 

Ultimate 

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Elong

-ation 

(%) 
MPa MPa 

1 
DOMEX 

550 
600  550  18 

2 
SUS301L-

1/2H 
930 685 20 

3 
SUS301L

1/4H 
825 515 25 

 

 

 

Fig. 4 Boundary condition for crush analysis 

 

접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압괴 시 압괴면을 따

라 균일하게 압착하는 효과와 패드의 모서리 부분

에서 발생될 수 있는 tear-off 현상을 방지하는 효

과를 고려하였다. 하중은 APTA 규격 및 CFR 법규

에서 규정하는 기준 에너지 흡수 요구치인 

135,000 lb-ft 이상이 될 때까지 선형적으로 부가하

였다. 각각의 post 와 패드 사이에도 접촉면 설정 

조건을 부여하였다. 하중 부가용 패드는 하중이 

차량 길이 방향인 Y 축으로만 부가될 수 있도록 

Y 축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 전부 

구속하였다. 압괴 시 구조물이 파단되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 재질의 연신율 이상에서는 

요소가 삭제되도록 하였다. 

 

3.3.2충돌해석 경계조건 

단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압괴해석에 사용된 동

일한 유한요소모델과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Fig. 5 에 나타내었다. 지름 48 inch  (1,219.2 

mm), 폭 36 inch (914.4 mm)인 10,000 lbs (약 4.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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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중을 가지고 있는 실린더 형태의 강체를 

buffer beam 상면에서 30 inch  (762 mm) 높이에서 

21 mile/hr (33.8 km/hr)의 속도로 충돌 기둥과 충돌

시켰다. 이때 강체의 자유도는 압괴해석의 하중 

부가용 패드의 경계조건과 같이 차량 길이 방향인 

Y 축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 전부 

구속하였다. 강체와 충돌 기둥사이에는 접촉면 설

정 조건과 마찰계수, 0.2를 부여하였다. 

 

 

Fig. 5 Boundary condition for crash analysis 

 

 

Fig. 6 Configuration for crush testing equipment 

 

 

Fig. 7 Installation crush jig at collision post structure 

4. 압괴시험 장비 및 방법 

단부 구조물 중 충돌 기둥의 압괴시험을 위해서 

Fig. 6과 같은 소성역 설비(crush testing equipment)

를 사용하였다. 소성역 설비는 두 개의 반력벽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반력벽은 인장봉으로 연결

되어있다. 한 개의 반력벽에 시험체를 고정하고 

나머지 다른 반력벽에는 유압 실린더를 설치하여 

충돌 기둥에 하중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

압 실린더에 로드셀을 설치하여 반력을 측정하도

록 하였다. 

실린더 앞부분에는 Fig. 7과 같이 하중부가용 패

드를 설치하였다. 하중 부가용 패드는 연강과 구

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석에서 적용한 것과 동일

하게 제작하였다.  

변형량은 한쪽 반력벽에 설치된 레이저 변위계

에서 측정되었다. 하중은 APTA 규격 및 CFR 법규

에서 규정하는 기준 에너지 흡수 요구치인 

135,000 lb-ft 이상이 될 때까지 선형적으로 부가하

였다. 시험은 현대로템주식회사 창원공장에서 실

시 되었다.  

5. 결 과 

압괴해석 및 강체 충돌해석 결과와 압괴시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5.1 압괴해석 결과 

압괴해석 결과 중 시간과 변형에 따른 에너지 

흡수량을 Fig. 8 과 9 에 나타내었다. 흡수된 에너

지가 CFR 법규에서 규정하는 최소 기준 요구치, 

135,000 lb-ft 이상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하중을 

부가하였다. 최대 흡수 에너지는 135,670 lb-ft 

(0.184 MJ)이다. 이때 충돌 기둥이 단부 안으로 침

투된 변위는 6 inch (152.4 mm)로 CFR 법규에서 규

정하는 허용치인 10 inch (254 mm)를 초과하지 않

았다. 또한, 변형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에너지 흡

수량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Fig. 10 에는 최대 하중 부가 시의 변형 양상을 

나타내었다. 차량 정면에서 포스트의 좌측 부분에 

파단이 발생되었다. Fig 11에는 최대 하중 부가 시 

발생된 변형률 분포를 나타내었다. 하중 부가 부

위에서는 높은 변형률 (≈0.185)이 발생되었고, 사

용 재질(DOMEX550)의 연신율을 초과한 부분에서 

파단이 발생했다. Buffer beam 과 AT beam 과 연결

되는 부분에서는 최대 변형률이 0.085 으로 사용 

재질의 연신율 이내에 있으며, 파단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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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변형은 충돌 기둥자체

에서 대부분 이루어 졌고, 국부적으로 buffer beam

과 bulk head 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졌다. 따라

서, 충돌 기둥자체에서 압괴에 따른 에너지가 대

부분 흡수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2 와 13 에서는 시간과 변형에 따른 반력을 

나타내었다. 최대 반력은 464 kips (2,064 kN)으로 

약 0.8 inch 변형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하중 부가 

초기에는 충돌 기둥의 국부적인 변형만 발생되고, 

하중 부가가 진행되면서 구조물에서의 반력이 상

승하다가 임계시점(극한 하중)을 지나는 순간, 충

돌 기둥에 대변형이 발생되면서 반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됨을 볼 수 있다. 이후 충돌 기둥과 연

결된 구조물들에 2 차적인 변형이 생기면서 다시 

반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

하였다. 또한, Fig. 9에서와 같이 극한 하중이 발생

된 변형량에서 에너지 증가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5.2 충돌해석 결과 

강체와의 충돌해석 결과 중 시간과 변형에 따른 

 

 
 

Fig. 8 Energy absorption against the incremental time 

 

 
 

Fig. 9 Energy absorption for displacement 

에너지흡수량을 Fig. 14 와 15 에 나타내었다. 최대 

흡수 에너지는 약 136,700 lb-ft (0.186 MJ)으로 CFR 

법규에서 규정하는 흡수 에너지 기준인 135,000 

lb-ft 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압괴

의 흡수 에너지 기준치가 강체와의 충돌조건에서 

도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충돌 기둥이 단부 

안으로 침투된 변위는 4.95 inch (125.7 mm)으로 

CFR 법규에서 규정하는 허용치인 10 inch (254 

mm)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변형량에 따라 비 

 

 
 

Fig. 10 Deformation of collision post at maximum loading 

 

 
 

Fig. 11 Total strain distribution at maximum loading 

 

 
 

Fig. 12 Reaction force against the increment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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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action force for displacement 
 

 
 

Fig. 14 Energy absorption against the incremental time 

 

례적으로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Fig. 16 은 최대 에너지 흡수 시 변형 양상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압괴해석과 유사하

게 충돌 기둥정면의 좌측 모서리 부분에서 파단이 

일어났다. 전체적으로 충돌 기둥을 제외한 구조물

에는 대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Fig. 17 에는 최

대 에너지 흡수 시 변형률 분포를 나타내었다. 강

체와 충돌하는 부위에 높은 변형률이 발생되었고, 

사용 재질(DOMEX550)의 연신율을 초과한 부분에

서 파단이 발생했다. Buffer beam과 AT beam과 연

결되는 부분에서는 최대 변형률이 0.071 으로 사용 

재질의 연신율 이내에 있으며, 파단이 발생 하지 

않았다.  

Fig. 18 과 19 에서는 시간과 변형에 따른 반력을 

나타내었다. 최대 반력은 408 kips (1814.4 kN)으로 

약 0.5 inch 변형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Fig. 11 에서

와 같이 이 변형량에서 에너지 증가 기울기 가 약

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3 압괴시험 결과 

압괴 시험 결과 중 변형에 따른 에너지 흡수량  

 
 

Fig. 15 Energy absorption for displacement 

 

 
 
Fig. 16 Deformation of collision post at maximum 

energy absorption 
 

 
 

Fig. 17 Total strain distribution at maximum energy 
absorption 

 

을 Fig. 20에 나타내었다. 흡수된 에너지가 CFR 

법규에서 규정하는 최소 기준 요구치(135,000lb-ft) 

이상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하중을 부가하였다. 

최대 흡수 에너지는 135,000lb-ft (0.183MJ)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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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Reaction force against the incremental time 

 

 

Fig. 19 Reaction force for displacement 

 

때 충돌 기둥이 단부 안으로 침투된 변위는 5.14 

inch (130 mm)로 CFR 법규에서 규정하는 허용치인 

10 inch (254 mm)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변형량

에 따라 비례적으로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시험에서 압괴 후 변형 양상을 Fig. 21 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해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정면에서 충돌 기둥의 좌측 부분에 파단이 

발생되었다. 변형은 충돌 기둥자체에서 대부분 이

루어졌고 국부적으로 buffer beam과 bulk head 순차

적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충돌 기둥자체에서 

압괴에 따른 에너지가 대부분 흡수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uffer beam과 AT beam과 연결된 부위

에서도 파단이 일어나지 않았다. 

Fig. 22 에서는 변형에 따른 반력을 나타내었다. 

최대 반력은 442 kips (1,964 kN)으로 약 0.8 inch 변

형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하중 부가 초기에는 충

돌 기둥의 국부적인 변형만 발생되고, 하중 부가

가 진행되면서 구조물에서의 반력이 상승하다가 

임계시점 (극한 하중)을 지나는 순간, 충돌 기둥에  

 

Fig. 20 Energy absorption for displacement 

 

 

Fig. 21 Deformation of collision post after loading 

 

 
 

Fig. 22 Reaction force for displacement 

 

대변형이 발생되면서 반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됨을 볼 수 있다. 이후 충돌 기둥과 연결된 구조

물들에 2 차적인 변형이 생기면서 다시 반력이 일

정하게 유지되며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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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ig. 20 에서와 같이 극한 하중이 발생된 변형

량에서 에너지 증가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결과 비교 

Fig. 23은 압괴해석, 압괴시험 및 충돌해석 결과 

중 충돌 기둥에서의 변형 양상을 비교하였다. 3 가

지 경우 모두 충돌 기둥의 정면 좌측에서 국부적

인 파단이 발생되었다. 이는 충돌 기둥의 우측 부

분이 bulk head 와 shelf 가 연결됨으로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좌측에서 파단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

된다. 

Fig. 24에는 압괴해석, 압괴시험 및 충돌해석 결

과 중 변형에 따른 에너지 흡수량을 비교하였다. 

선도 기울기 변화가 모두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

다. 전반적으로 압괴해석 결과의 기울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충돌해석 결과의 기울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압괴해석 및 압괴시험의 에너지 

흡수량은 법규에서 요구되는 에너지가 흡수할 때 

까지 하중을 부가함으로 그 차이는 거의 없다. 충

돌해석과는 약 0.7%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규격 및 법규에서 정의된 압괴 조건이 충돌을 적

절히 반영 모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부 안으로 충돌 기둥이 침투된 변위를 비교하면, 

압괴해석은 압괴시험과 약 14.3% 차이가 발생했

고 충돌해석은 압괴시험과 약 3.6% 차이 발생했

다. 전체적으로 해석결과와 시험결과가 모두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에서는 사용 재질의 

최소 물성치 값을 적용하였지만, 실제 제작에서 

사용된 재질의 물성치는 그 이상이므로 압괴해석

이 압괴시험보다 변형량이 크게 발생된 것 같다. 

충돌해석의 경우에는 압괴와는 달리 속도에 의한 

파동 효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재료의 연신율에 

도달하기 전에 하중이 전달되므로 변형량이 더 작

게 나타난 것 같다.  

Fig. 25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변형에 따른 반

력을 비교한 선도이다. 3 가지 결과 모두 임계시점 

(극한 하중)까지 선형적으로 반력이 증가하다가,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충돌 기둥이 대변형이 발생

되면서 반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후 충돌 기

둥과 연결된 구조물들에 2 차적인 변형이 발생되

면서 최대 에너지 흡수까지 하중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극한 하중을 비교하면, 압

괴해석과 압괴시험은 약 4.73% 차이를 보이고 충

돌해석과 압괴시험은 약 7.7% 차이를 보인다. 전

체적으로 해석결과와 시험결과가 모두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압괴해석이 압괴시험 보다 극한

하중 이후에 급격히 반력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앞

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석에서는 재질 물성치의 최 

  

 
‘ 

Fig. 23 Comparison of deflection at collision post  

 

 
 

Fig. 24 Comparison of Energy absorption for displacement 
 

 
 

Fig. 25 Comparison of Reaction force fo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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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crush analysis, crash analysis and 
crush test results 

 
Crush 

Analysis 

Crash 

Analysis 
Crush Test Criteria 

Energy 

Absorption 

(lb-ft) 

135,670 

( 0.184MJ) 
136,700 

( 0.186MJ) 
135,000 

( 0.183MJ) 
>135,000lb-ft 

Maximum 

deflection 

(inch) 

6.0 

(152.4mm) 
4.95 

(125.7mm) 
5.14 

(130.0mm) 
< 10 inch 

 

소값을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충돌해석

의 경우에는 속도에 의한 파동 효과로 인하여 국

부적으로 재료의 연신율에 도달하기 전에 하중이 

전달되므로 극한 하중 이후에 압괴해석 및 압괴 

시험보다 반력의 변화량이 더 적은 것으로 판단된

다. 

Table 2에 3가지 경우에 대한 결과값을 비교 정

리하였다. 압괴해석이 동일한 에너지를 흡수되었

을 때 압괴시험 및 충돌해석보다 더 많은 변형이 

발생되고, 높은 극한 하중값을 보이므로, 가장 보

수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PTA 규격 및 CFR 법규에서 요

구하는 압괴조건을 단부 구조물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고, 해석 모델과 동일하게 제작된 단부 

구조물에 대해서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또한 규격 및 법규에서 원론적으로 고려

한 충돌체와 단부 구조물과의 충돌해석을 수행하

여 그 결과를 압괴조건의 해석 및 시험결과와 비

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부 구조물이 압괴해

석 및 압괴시험과 충돌해석을 통해서 Table 2 와 

같이 허용기준을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2) 압괴해석, 압괴시험과 충돌해석은 모두 충돌 

기둥의 정면 좌측에서 국부적인 파단이 발생되었

다. 단부 안으로 충돌 기둥이 침투한 변위는 압괴

해석과 압괴시험은 약 14.3% 차이가 발생하였으

며, 극한 하중값은 약 4.73% 차이를 보였다. 전체

적으로 해석과 시험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로부터 압괴 해석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3) 충돌해석 결과, 충돌 기둥의 정면 좌측에서 

국부적인 파단이 발생되었고 단부 안으로 충돌 기

둥이 침투한 변위는 충돌해석과 압괴시험은 약 

3.6%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극한 하중값은 약 

7.7%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해석과 시험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에너지 흡수량은 압괴

조건과 약 0.7%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부터, 

규격 및 법규에서 정의된 압괴조건이 충돌을 적절

히 반영 모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압괴해석이 동일한 에너지를 흡수되었을 때 

압괴시험 및 충돌해석보다 더 많은 변형이 발생되

고, 높은 극한 하중값을 보이므로, 가장 보수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압괴성능을 고려한 단부 구

조물 개발에 있어서 압괴해석의 유용성을 확인하

였고 향후 다양한 단부 구조물 개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American Passenger Transportation Association., 

2006, “Standard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assenger Railroad Rolling Stock,” APTA SS-C&S-

034-99, Rev.2, pp. 11.11 ~11.12. 

(2)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2010, “Section 238.211 

Collision Posts,” 49 CFR Subpart C, pp.811~812.. 

(3) Altair Engineering, Inc., 2009, Hypermesh User’s 

Guide. 

(4) Livermore Software Technology Corporation., 2006, 

LS-DYNA Theory Manual. 

(5) Ramberg, W. and Osgood, W.R., 1941, “Determination of 

Stress-strain Curves by Three Parameters,”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Aeronautics (NACA), 

Technical Note No. 503. 

(6) American Passenger Transportation Association., 

1999, “Standard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 for 

Railroad Passenger Equipment,” APTA SS-C&S-004-

98, pp.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