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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전면창유리 충격시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act Testing of a Rolling-stock Windscreen 

전홍규*·박찬경·서정원·전창성

Hong Kyu Jeon·Chan Kyoung Park·Jung Won Seo·Chang Sung Jeon

1. 서 론

철도차량 전후부에 장착되는 운전실 전면창유리는 주행 중

에 발생하는 바람 및 비산물로부터 운전실 내부 및 기관사

를 보호해야 하는 안전용품이다. 따라서 외부 물질이 일정

속도로 전면창유리에 충돌하는 경우에도 관통되거나, 충돌

후면부 유리가 폭열(Spalling)되어 비산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 및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

기 위해 전면창유리는 2장의 판유리 사이에 폴리비닐 부티

랄(PVB, Polyvinyl butyral) 막을 붙여 접합한 접합유리를 주

로 사용하고 있다. PVB는 광학적 성질뿐만 아니라 접착성

이 좋아 외부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조각 유리를 붙잡아 비

산을 방지하므로 유리 파편으로 인한 상해를 줄여준다. 또

한 PVB는 탄성이 좋아 외부 에너지를 흡수하여 물체가 관

통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충돌 및 충격이 발생하는 유

리 제품에 중간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물질이다[1]. 결

국 철도차량의 속도에 따른 전면창유리의 강도 확보 및 관

통 방지는 판유리 및 PVB 중간막의 두께 조절을 통해 확

보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전면창유리의 기본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고

속철도 및 일반철도 상호운영성을 위한 기술시방(TSI,

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2,3] 및 유럽지

역표준 EN 15152[4]에 전면창유리 충격시험 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에 장착되는 전면창유리

의 충격 강도 특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

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 철도차량용 창유리 안전

세부기준[5]을 통해 철도차량에 장착되는 전면창유리의 안

전 요구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12월 철도안전

법 개정(법률 제11591호, 2012.12.18)과 함께 전면창유리에

대한 충격 특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술기준(안) 마련이 검

토중이다.

일반적으로 창유리에 대한 충격 연구는 취성이 있는 유리

재료에 대한 충격 특성 연구[6-9], 건축물 등에 설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충격(태풍, 허리케인, 우박 등)에 대한 충격 특

성 연구[1] 및 유리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부착물에 따른

충격 특성 연구[10,11]가 주로 있었다. 철도분야에 있어서는

유리창 강도조건 설정을 위해 터널 통과 시 고속철도차량 객

실 창유리가 받는 압력 변동 모사[12], 압력 변동을 통한 고

속철도 객실 창유리의 내구 압력에 대한 연구[13]와 비산 자

갈에 의한 고속열차 객실 창유리 충격 파손 특성[14]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고속철도

차량 객실 창유리에 대한 연구였으며, 철도차량 전면창유리

의 충격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

히 고속철도차량의 도입 및 개발과 함께 전면창유리 충격시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impact test methods for a rolling-stock windscreen executed in Korea and Europe. Air-

pressurized impact test equipment for the front windscreens of high speed trains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equipment is capable of launching a projectile at 500km/h, in accordance with EN 15152’s impact test method. Calibration

of the test equipment was conducted to find an equation relating air pressure and projectile velocity. Specimens (1000mm×

700mm) having similar specifications with the front windscreens in metro and conventional trains were used to conduct

impact tests with this equipment to research the impact characteristics of the screens according to the impact velocity.

Keywords : Windscreen, Rolling-stock, Impact test, Laminated glass, Impact characteristics

초 록 철도차량 전면창유리 충격 시험 및 특성 파악을 위해 유럽 및 국내의 전면창유리 충격 시험 방법을 비

교 검토하였다. EN 15152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전면창유리 충격 시험이 가능한 정도인 약 500km/h 속도로

충돌체를 발사할 수 있는 압축 공기식 충격 실험 발사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이 발사장치의 충돌체 발

사 성능 확인을 위해 속도 보정 실험을 실시하여 압축 공기에 따른 충돌체의 발사 속도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에 사용되는 동일한 사양의 전면창유리 시편(1000mm×700mm)에 제작한 발사 장치를 이용

해 충돌 시험을 수행하여 충돌 속도에 따른 시편의 충격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요어 : 전면창유리, 철도차량, 충격시험, 접합유리, 충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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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도입되었으나, 국내에서는 EN 15152에 따른 고속철도

차량 충격시험에 대한 연구 및 설비가 미비하여, 전면창유

리에 대한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

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EN 15152에 따른 철도차량 전면창유리 충격시

험을 수행할 수 있는 압축 공기식 충격 실험 발사장치를 제

작하여 충돌체 발사성능을 확인하고, 전면창유리와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된 접합유리 시료에 충격 실험을 실시함으로

써 국내에서 EN 15152에 의한 전면창유리 충격시험의 가

능성 및 창유리의 충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전면창유리 충격시험 방법

전면창유리의 충격시험은 교차 운행하는 열차 또는 열차

진행 반대 방향에서 날아오는 물체(얼음, 새, 광물, 유리병, 캔

등)가 전면창유리에 충돌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전면창유리

가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기

관사 및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15].

유럽의 전면창유리 충격시험 방법은 UIC CODE 651 및

EN 15152에 명시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속철

도 및 일반 철도차량에 대한 TSI에서도 EN 15152의 요구

사항을 인용 또는 동일하게 전면창유리의 충격시험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N 15152에 따른 전면

창유리 시험은 Fig. 1과 같은 모양의 1kg 무게의 알루미늄

(AL) 충돌체를 열차 속도에 160km/h를 더하여 변환된 충돌

체 속도(Table 1)로 전면창유리에 충돌시켜, 창유리가 관통

되는지 여부와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 160km/h를 더하는 이유는 이 속도로 교차하

는 열차에서 나온 물체의 상대속도를 고려한 것이며, 유럽

에서는 16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열차는 밀폐형으

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 속도 이하에서만 충돌할 수 있는 물

체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15].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차량용 창유리 안전 세부기준에 전

면창유리의 안전 요구조건으로 충격 시험을 실시 하도록 하

고 있다. 전면창유리는 한 면이 70mm에서 75mm이고, 무게

가 0.9kg인 속이 빈 철제 육면체 모서리로 충돌하중에 견디

어야 하며, 충돌하는 속도는 차량 속도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 시험 방법은 철도차량의 전면창유리 및 객실 창유리에 대

한 영국 기준인 GM/RT 2456[16]의 시험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되었다. 그러나, 현재 GM/RT 2456은 폐지되었으며 철

도 차량의 구조 요구조건에 대해 규정한 GM/RT 2100[17]

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기준에서는 전면창유리 충격 시험을

EN 15152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면창유리에 대한 두 시험 방법간의 차이는 충돌체 모양

과 속도에 있으며, EN 15152 및 창유리 안전 세부기준에 따

른 충돌체의 속도를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일부 속도 구

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EN 15152에 의한 시험 방법에서의

충돌체 속도가 빠르고 무게가 커 충돌에너지가 크다. 그러

나, 창유리 안전 세부기준에 의한 충돌체는 모서리로 충돌

하기 때문에 충돌에너지가 작더라도 전단력(Shearing force)

이 커 충격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전

면창유리 충격시험에 대한 방법도 이러한 기술적 검토를 통

해 시험 방법에 대한 변경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2 실험장치의 구성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KTX, KTX-산천)에 장

착된 전면창유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약 500km/h의 충돌

체 속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발사장치를 제

작하기 위해서는 충돌체에 가해지는 가속력과 가속구간을 주

요 설계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계산

을 통해 최대 50bar 압축 공기를 가속력으로 하며, 5m의 가

속구간 동안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발사장치를 설계 제

작하였으며 압축 공기식 충격 실험 발사장치의 개략도는 Fig.

2와 같다. 원형 발사 포신(Gun barrel)에는 Fig. 1과 같은 반

구 원통형 충돌체를 장착하고, 공기압축기를 통해 100L 용

량의 공기탱크(Air tank)에 설정된 압력으로 공기를 압축한

다.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공기밸브 유닛(Air valve unit)을 개

방하여 압축된 공기를 순간적으로 토출시키면, 압축 공기에

의해 충돌체가 5m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가속하며 발사된다.

이때 충돌체의 속도는 포신 끝에 일정한 거리로 설치된 두

Table 1 Projectile’s impact velocity

Projectile Projectile’s impact velocity [km/h]

Max. train velocity, vmax [km/h] vmax≤130 130<vmax≤180 180<vmax≤240 240<vmax

Korean railway safety law, Steel, Cubic, 0.9 kg 220 290 350 410

EN 15152, AL, Hemispheric cylinder, 1 kg vmax + 160

Fig. 1 Diagram and picture of projectile for windscreen impact

test of EN 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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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광센서(Photo sensor) 사이를 충돌체가 통과하며 발생

하는 신호차를 이용해 측정한다. 설정된 속도로 발사된 충

돌체가 전면창유리 시편에 일정한 속도로 충돌하여 충격을

가하게 된다. 일련의 과정들은 별도 제작된 제어장치(NI PXI-

1031)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유리 시편은 EN 15152에서 제시된 최소 크기인 1,000mm

×700mm 크기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철도(S1),

일반철도(S2) 및 고속철도(S3)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면창

유리 접합유리의 사양은 Table 2와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면창유리에 사용되는 접합유리는 열차 종류에 따라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유리 및 PVB의 두께를 조

절하고 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를수록 접합유리 전체 두께

는 두꺼워지고 있으며, 전면창유리 설계에 따라 판유리와

PVB 두께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전면창유리 시편은 바닥에서 수직한 면으로부터 0o에서 45o

각을 주어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에 고정한다. 이 마운트를

통해 전면창 유리의 장착 각도를 반영함으로써, 실제 충돌

현상과 유사하게 충돌체가 부딪혔을 경우를 고려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가혹한 조건

인 수직한 조건으로 시편을 고정하고 시험을 수행하였다. 충

돌체가 전면창유리 시편에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사

체 반동 및 유리 파편 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유

리 시편 측면, 윗면 및 뒷면에 강화 아크릴판 및 모래 방어

벽을 설치하였다.

2.3 실험장치의 보정(Calibration)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압축 공기식 충격 실험 발사 장치는

압축된 공기 압력에 의해 충돌체가 가속 되므로, 압력이 속

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 압축 공기 압력을 최소

1bar에서부터 최대 30bar까지 달리하여 EN 15152 형상의 충

돌체 발사 실험을 실시 하여, 압축 공기 압력에 따른 충돌

Table 2 Windscreen specimens for impact test

Type of train

Thickness [mm]

Metro (S1)

110 km/h

Conventional train (S2)

165 km/h

High-speed train (S3)

330 km/h

Forward glass 5 6 6

PVB intermediate film 0.76 6.08 12.92

Backward glass 5 6 6

Laminated glass (total) 10.76 18.08 24.92

Fig. 2 (a) Schematic and (b) pictures of impact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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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속도를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 최소 압력(1 bar)에서

약 100km/h의 속도로 발사됐으며, 일반적인 고속철도에 장

착된 전면 창유리 실험에 필요한 최고 속도인 500km/h로 충

돌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약 30bar의 압축 공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체는 압력이 10bar 이하에서는 압력

에 따른 속도 증가가 빠르나, 그 이상에서는 속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 하였다. 이는 충돌체의 속도 증가

에 따라 공기저항 등이 크게 증가하여 속도 증가율을 감쇠

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정 실험을 통하여 압력과 충돌

체 속도간의 관계식을 도출하면 식 (1)과 같다.

(1)

충돌체의 속도 Vp [km/h]는 압축 공기의 압력 P [bar]의

로그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상수 A와 B는 충돌체

와 포신 내부 표면 사이의 마찰력, 충돌체의 무게 및 단면

적, 충돌체의 공기저항 계수, 포신의 길이 등의 함수로 표

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실험 장치에서 상수 A는 106, B

는 146으로 나타났다. 이때 RMSE(Root-mean-square error)

는 약 0.98이었다.

2.4 전면창유리 충격시험

유리와 같은 취성이 있는 표면에 구형의 발사체가 충돌할

경우 주로 콘(cone), 메디안(median), 래터럴(lateral) 및 래디

얼(radial) 크랙이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충돌이 가해지는 동

안에는 콘 크랙과 메디안 크랙이 형성되고, 충돌 후에는 래

디얼 및 래터럴 크랙이 형성된다[1,8]. 이러한 크랙 형상은

충돌하는 물체의 모양, 충돌에너지 및 유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전면창유리 충격시험 후 유리의 크

랙 형상을 통해 충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시험에

서는 도시철도용 전면창유리 시편 S1 및 일반철도용 전면

창유리 시편 S2에 대하여 EN 15152에 따르는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충돌 후 시편 모양을 통해 충격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EN 15152에 의한 충격시험은 (0±0.5)oC 저온 및

(20±5)oC 상온에서 각각 2회씩 시험하여 시편의 관통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나, 본 연구는 EN 15152에 의한 시

편의 충격특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상온에서 충돌체 충격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4는 S1 시편에 대하여 발사체를 약 258km/h 속도로

충돌하였을 경우 시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은 충

돌체의 직경 크기 정도로 관통 되었으며, 관통 원 근처에는

유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PVB 층이 일부 남아있다. 관통

원에 근접한 지점에서는 다수의 래터럴 및 래디얼 크랙으로

인해 유리가 조각나 있었으며, 이후 전체적으로 약 4개 정

도의 래디얼 크랙이 존재하였다. Fig. 4(b)는 중심부를 확대

하여 관통 반경 및 3개의 래디얼 크랙에 대한 반경을 나타

내었다. S1 시편의 경우 유리판에 비해 PVB 두께가 약 15%

정도로 얇아 충돌체에 의한 충돌에너지를 흡수 및 전파하는

탄성이 적어 충돌부위에 집중응력으로 인한 파괴가 발생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충돌 부 주변으로의 에너지 전

달이 크지 못해 중심에서만 파괴가 일어나고 중심에서 멀어

질수록 래디얼 크랙의 반경이 커지며, 래터럴 크랙도 길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EN 15152에 의한 충격시험은 현재 도

시철도용으로 제작된 전면창유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

어 보인다. 열차속도에 추가되는 160km/h는 상기 2.1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도시철도용에는 맞지 않으며, 전면창유리 충

격 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철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V
p

A lnP B+×=

Fig. 3 Calibration data of impact test equipment

Fig. 4 Damage shape of metro specimen (S1) after impact test, Vp = 258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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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Fig. 5는 S2 시편에 대하여 S1과 비슷한 충돌에너지로 발

사체를 약 253km/h 속도로 충돌하였을 경우 시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S2 시편의 경우 S1 시편보다 전체 접합유리

두께가 두꺼우며, 특히 PVB 층이 S1 시편에 비해 8배정도

두꺼워 관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편 전체 표면에 많은 수

의 래디얼 및 래터럴 크랙으로 인해 시편 유리는 산산 조

각나 있는 상태였다. Fig. 5(b)는 중심부를 확대한 모습이다.

충돌 중심에서 90mm 반경 까지(충돌체 반경의 약 2배) 모

든 유리가 떨어져 나가 PVB 층만 남았으며, 이후 140mm

까지는 유리가 층층이 갈라지며 떨어져 나갔다. S2 시편의

경우 유리판과 거의 동일한 두께의 PVB 층을 사용함으로

써 충돌체에 의한 충돌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여 주변으로

에너지를 전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

하는 과정에서 충돌에너지가 큰 중심부의 유리는 가루 및 작

은 유리 조각으로 분쇄되어 떨어져 나갔으며, 중심에서 멀

어질 수록 다수의 래디얼 및 래터럴 크랙으로 발전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위 두 실험에 대해 1,000fps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

라로 충돌 순간의 영상을 비교하면 Fig. 6과 같다. 상기 설

Fig. 5 Damage shape of conventional train specimen (S2) after impact test, Vp = 253km/h

Fig. 6 Fracture image of S1 and S2 specimens immediately after projectile impact

Fig. 7 Damage shape of conventional train specimen (S2) after impact test, Vp = 357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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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바와 같이 접합유리 시료의 사양에 따라 충돌 순간에

충격에너지를 주위로 전파하지 않으면 관통되어 충돌부 주

변 파괴가 크지 않으며(Fig. 6(a)), 반대로 충돌 순간에 주위

로 에너지를 전파하는 경우 관통되지 않으나 주변 파괴가 큼

(Fig. 6(b))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은 동일한 S2 시편에 대하여 충돌에너지를 높여 발

사체를 약 357km/h 속도로 충돌하였을 경우 시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은 충돌체의 직경 크기 정도로 관통 되

었으며, 관통 원 근처 100mm까지 유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

간 PVB 층이 남아있다. 이는 동일한 시편에 대해 충돌에너

지를 높였을 경우 PVB 층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초

과하였기 때문에 관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부 에

너지를 흡수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충돌에너지가 큰 중심부

의 작은 유리 조각으로 분쇄 되고, 다수의 래디얼 및 래터

럴 크랙으로 발전했을 것이나, 더 이상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PVB의 파괴가 일어났을 것이다. 다만, 관통되지 않

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래디얼 및 래터럴 크랙의 밀도가 작

고 중심부에서 떨어져 나간 유리 면적이 작으므로, 전체 유

리에서 흡수되는 충격량도 관통되지 않았을 때 보다 적을 것

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열차속도가 약 200km/

h 이상인 경우, S2 시편 사양보다 두꺼운 접합유리를 사용

해야 EN 15152에 의한 충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N 15152에 따른 철도차량 전면창유리 충

격시험이 가능한 압축 공기식 충격 실험 발사장치를 제작하

고, 속도 보정실험을 통해 충돌체 발사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전면창유리 시료에 충격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시료의 충격

특성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작된 충격 실험 발사장치는 압력 증가에 따라 충돌

체의 속도를 로그함수 형태의 실험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속으로 충돌체를 약 500km/h 속도로 발사하기 위해

서는 약 30bar의 높은 공기 압력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2) 충격실험을 통해 현재 110km/h 속도로 운행하는 도시

철도 사양으로 제작된 전면창유리는 EN 15152에 의한 충

격시험이 불가능 하며, 필요시 충격에너지를 낮춘 새로운 시

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충돌체가 시료에 충격을 주어 관통될 경우 유리 주변

으로 에너지 전달이 적어 래디얼 및 래터럴 크랙에 의한 파

괴가 적게 일어났으며, 관통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전

달되는 에너지가 크므로 파괴가 많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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