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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고속열차 승강문 스텝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해석적 연구

Analytical Study to Check Safety of Folding-type Staircase 

in High Speed Rolling Stock

이원대*·박상규·이경규·이정훈

Weon-Dae Lee·Sang-Kyu Park·Kyung-Kyu Lee·Jeong-Hun Lee

1. 서 론

2004년 프랑스 알스톰과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에서 제작

한 KTX의 승강문 시스템은 저상 승강장에서 승객이 탑승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다. 광역 전철 역사는 차량의 바

닥 높이와 승강장의 높이가 일치하는 고상 승강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도시간 원거리를 운행하는 일반 객차 및 고속

열차 역사는 고상 승강장 형태를 갖는다. 승강장의 높이는

차량의 승강대 및 발판의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되며, 승객의

승하차 편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 승강장의 높이에 대한 규정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규칙에 따라 레일 상면으로부터 고상 승강장은

1,135mm, 저상 승강장은 500mm이다.[1]

KTX의 승강문 스텝은 ‘Fig. 1’과 같이 저상 승강장에서 차

량의 바닥면까지 3개의 발판을 이용하여 탑승을 하며, 차량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2개의 발판과 차량 외부로 개폐되는

1개의 접이식 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KTX에 적용되어 있는 접이식 발판은 승강문 시스템의 유

럽 규격인 EN14752에 따라 제작이 되어 있으나 차량 외부

로 돌출되는 발판의 폭이 200mm여서 국내 20세에서 60세

성인 남성의 평균 발 크기인 253mm[2]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걸을 때 신체 하중은 대부분 발 뒤축에 걸리므로 탑승

시 발판에 안전하게 신체 하중을 실을 수가 없다. 탑승객이

많을 때나 급히 탑승을 할 때에는 전도나 미끄러짐의 위험

이 있으며, 특히 비나 눈이 내려 발판이 젖어 있을 때에는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KTX 승강문 발판에 대한 강

도 해석을 최근 신정훈 등[3]이 수행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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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 조건 내에서 발판의 폭을 확대한 스텝 개념설계

(안)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이의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2. 본 론

2.1 개념 설계

2.1.1 개념 설계 기준

개념설계(안)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승강문 스텝 기

준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Table 1’과 같이 국내에서는 전

동차용 공기식 도어시스템과 전기식 도어시스템 시험방법만

있으며, 일본에도 출입문에 대한 규격 및 설계 기준은 있지

만 공기식 도어엔진과 도어 시스템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

만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승강문 시스템 유럽 규격

인 EN14752를 주로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 스텝 기준이 규

정되어 있다.

EN14752에 규정된 스텝의 규정은 차량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발판과 차량 외부에 고정 또는 돌출되는 발판으로 ‘Fig.

2’와 같이 정의 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 해석 하고자 하

는 스텝은 차량 외부에서 돌출되는 접이식 스텝이다. ‘Fig.

2’에서 스텝의 규정은 발판 폭이 145mm 이상, 첫 번째 고

정 발판과의 각도는 59o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인의 발

이 작지 않은데도 발판의 최소 폭이 145mm로 되어 있는 것

은 EN14752에서 규정하는 스텝이 작동형 스텝뿐만 아니라

차량 외부에 고정되는 고정형 스텝도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고정형 스텝의 발판이 커진다면 대형차량에서는 차량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차량한계를 고려한 폭으로 사료된다. 현

KTX에 적용되어 있는 스텝은 닫힘 감지 장치가 없어 발판

이 펼쳐진 상태에서 운행 시 차량한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

지하기 위한 발판의 폭이며, ‘Fig. 3’과 같이 발판의 폭이

200mm, 첫 번째 고정 발판과의 각도는 42o이므로 EN14752

설계 규정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판의 폭을 확

대 할 때에는 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운행을 할 수 없

도록 닫힘 감지 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본

본문에서는 최대 돌출 가능한 폭과 강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1.2 스텝 개념 설계

KTX 차량의 스텝 조립 구조는 ‘Fig. 4’와 같이 차체 하

부에 형성된 개구부로 스텝을 삽입한 후 ‘Fig. 5’의 Guide

pin(2곳)에 스텝을 끼우고 Mounting hole(4곳)에 볼트로써 차

량에 고정을 시킨다. 이때 조정용심(Shim)을 스텝과 차체 사

이에 삽입을 하여 상하 조정을 한다(Guide pin에 의해 전후,

좌우 조정은 필요치 않음). 취부 조건으로는 스텝이 접혔을

때 차체 밖으로 돌출이 되어서는 안되며, 차체에 고정되어

Table 1 Standards of steps

Country Standard Standard name
Regulation

Door system Step

Korea KS R 9246 Pneumatic door system used on railway rolling stock ○ -

Korea KS R 9247
Electric door system used on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

Korea KRS CB 0001 - 10(R) Entrance door for electric car ○ -

Japan JRIS E 6501 Rolling stock - pneumatic type door engines ○ -

Japan JRIS R 1002
Rolling stock - designing guidelines for the 

arrangement of sliding door
○ -

Europe EN14752 Railway applications - bodyside entrance systems ○ ○

Fig. 2 Step dimensions according to EN14752

Fig. 3 Dimensions of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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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Fig. 5’의 Seal에 전둘레 밀착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모델링 및 시물레이션은 EN14752의 스텝 규

정을 기준으로 3D 모델링 Tool인 CATIA V5를 이용하였으

며, 모델링은 Mechanical design의 Assembly design을 시물

레이션은 Digital mockup을 이용하였다. 현재의 차량 조립

구조 및 취부 조건은 변경 없이 돌출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

대 폭을 모델링 및 시물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현재의 200mm

돌출에서 ‘Fig. 6’, ‘Fig. 7’과 같이 250mm까지 돌출 가능하

였다. ‘Fig. 6’은 CATIA V5를 이용하여 모델링 및 시물레

이션을 수행한 단면이며, ‘Fig. 7’은 모델링을 도면화한 단

면도이다.

2.2 강도 해석

2.2.1 해석 개요

스텝에 대한 검증 방법은 유한요소법(FEM)에 기반한

ANSYS WORKBENCH(ver.14.5)를 사용하였으며, 구조해석

을 통하여 최대응력과 각 물성데이터의 항복강도기준으로 안

정성을 평가하였다. 유한요소법은 계의 무한개의 절점과 무

한개의 자유도 정보를 유한개의 절점과 유한개의 자유도 정

보로 전환하고, 이를 선형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하여 계를 근

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2.2 유한요소모델링 및 경계조건

‘Fig. 8’은 설계(안)의 강도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나

타낸 것이다. 유한요소모델에 사용된 요소타입과 옵션은

Solid 186, 187번 요소 이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의 개수는

199,093개이며, 노드의 개수는 432,737개이다. Solid 186번은

Mesh 생성 시 육면체의 형태로 각 모서리와 중앙에 노드를

생성시켜 20개의 Node가 생성되며, 옵션으로 Tetrahedral,

Pyramid, Prism 이 있다. Solid 187번은 사면체의 형태로 각

모서리와 중앙에 노드를 생성시켜 10개의 Node가 생성 된

다. 186번, 187번에 대한 요소타입과 요소옵션을 ‘Table 2’

에 도시하였다.

Fig. 4 Simulation and design of steps

Fig. 5 Extended step dimensions

Fig. 6 Simulation and design of steps

Fig. 7 Extended step dimensions

Fig. 8 Finit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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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해석에 사용된 재료 물성 데이터를 정리한 것

이다. 해석은 ‘Fig. 9’와 같이 EN1475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텝의 집중 및 분포 시험 기준을 적용하였다. ‘Fig. 9’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적 안전성 판단기준은 최초 하중 인가 시

의 변형은 고려하지 않으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고만 규정

되어 있어 본 해석에서는 안전율을 2이상으로 정하였다[4].

‘Fig. 10’은 해석 시 적용한 하중의 크기 및 경계 조건이

다. 시험 기준에 따라 Case 1은 승객의 승하차 시 하중을 가

장 많이 받는 스텝의 중앙부 100mm×200mm 면적에 2kN의

집중 하중을 적용하였으며, Case 2는 발판 길이가 1,000mm

이므로 4kN의 분포하중을 적용하였다. 

‘Fig. 11’은 ‘Fig. 10’의 Case 1에 대한 주요 부품들의 유

한요소 해석 결과이며, 발판에 2kN의 집중하중을 가하였을

때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은 Full model로 수행을 하

였으며, 해석결과를 Foot-step, Round tube, Frame&shaft로

Table 2 Finite element type and shape

FEA part Ansys element name Type of element Structural solid geometry

Solid mesh

Solid 186

(3-D 20-Node structural solid)
20-Node element

Solid 187

(3-D 10-Node tetrahedral structural solid)
10-Node element

Table 3 Material property data

Material

Yield 

strength 

[MPa]

Poisson’s 

ratio

Young’s 

modulus

[MPa]

Parts

STKM13C 260 0.29 210,000 Round tube

S45C-H 490 0.29 205,000 Shaft

S45C-N 340 0.29 205,000 Frame

A6061-T6 276 0.33 68,900 Foot-step

Fig. 9 Step mechanical strength (EN14752)

Fig. 10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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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하였다.

‘Table 4’는 ‘Fig. 11’의 결과 값을 정리한 것으로 Von-

mises 응력이 Full model일 때 118.81MPa로 가장 높게 나

왔다. Full model에서 Von-mises 응력 값이 가장 높게 나온

곳은 Foot-step을 고정하고 있는 ‘Fig. 12’의 지지부의 코너

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지부의 재질은 Foot-step과 동일한

A6061-T6이다. 철도차량의 경우 안전율은 2전후로 하고 있

다[4]. ‘Table 3’의 항복강도와 비교할 때 Full model의 안

전율은 2.3이며, Foot-step, Round tube, Frame&shaft의 부품

에 대한 해석 결과값도 ‘Table 4’와 같이 안전율이 2이상 되

므로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Fig. 13’은 ‘Fig. 10’의 Case 2에 대한 주요 부품들의 유

한요소 해석 결과이며, 발판에 4kN의 분포하중을 가하였을

때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은 Full model로 수행을 하

였으며, 해석결과를 Foot-step, Round tube, Frame&shaft로

재가공하였다. 

‘Table 5’는 ‘Fig. 13’의 결과 값을 정리한 것으로 Von-

mises 응력이 Full model일 때 231.64MPa로 가장 높게 나

Fig. 11 Concentrated load results

Fig. 12 Von-Mises stress of full model

Table 4 Concentrated load results

Parts Material Yield strength [MPa] Max. Von-mises stress [MPa] Safety factor

Full model - - 118.81 -

Foot-step A6061-T6 276 103.48 2.6

Round tube STKM13C 260 9.46 27.4

Frame&shaft S45C-H & S45C-N 490&340 79.79 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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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Full model에서 Von-mises 응력 값이 가장 높게 나온

곳은 Foot-step 지지부를 연결하는 ‘Fig. 14’의 Shaft에서 발

생하였으며, Shaft의 재질은 S45C-H이다.

‘Table 3’의 항복강도와 비교할 때 Full model의 안전율은

2.1이며, Foot-step, Round tube, Frame&shaft의 부품에 대한

해석 결과값도 ‘Table 5’와 같이 안전율이 2이상 되므로 안

전함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본 해석에서는 KTX 승강문 스텝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스텝 발판 연장 시 개념설계(안)에 대해 EN14752 규격을 적

Fig. 13 Distributed load results

Table 5 Distributed load results

Parts Material Yield strength [MPa] Max. von-mises stress [MPa] Safety factor

Full model - - 231.64 -

Foot-step A6061-T6 276 131.33 2.1

Round tube STKM13C 260 18.67 13.9

Frame&shaft S45C-H & S45C-N 490&340 164.22 2.9&2

Fig. 14 Von-Mises stress of ful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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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강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규격에 따라 스텝

의 중앙부 100mm×200mm 면적에 2kN의 집중하중과 길이

방향에 4kN의 분포 하중을 적용하여 Full model로 수행하

였으며, 해석결과를 Foot-step, Round tube, Frame&shaft로

재가공하였다. 본 구조해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집중하중 일 경우 Von-mises 응력이 Full model일 때

118.81MPa로 가장 높게 나왔다. Full model에서 Von-mises

응력 값이 가장 높게 나온 곳은 Foot-step을 고정하는 지지

부의 코너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지부의 재질은 Foot-step과

동일한 A6061-T6이다. Full model 일 때 지지부의 안전율

은 2.3이며, Foot-step, Round tube, Frame&shaft의 안전율도

각각 2.6, 27.4, 6.1&4.2가 되므로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2) 분포하중 일 경우 Von-mises 응력이 Full model일 때

231.64MPa로 가장 높게 나왔다. Full model에서 Von-mises

응력 값이 가장 높게 나온 곳은 Foot-step 지지부를 연결하

는 Shaft에서 발생하였으며, Shaft의 재질은 S45C-H이다.

Full model 일 때 Shaft의 안전율은 2.1이며, Foot-step, Round

tube, Frame&shaft의 안전율도 각각 2.1, 13.9, 2.9&2가 되

므로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개념설계에 대한 강도 해석 시 분포하중에서 Shaft에 다

소 높은 응력이 발생하였으나 2.1정도의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개념설계상 스텝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강도에 대해서는 상세 설계 시 추가적으로

해석적인 검토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

며, 더 높은 안전계수가 요구되어 진다면 다소 높은 응력이

발생된 Shaft에 대하여 보강 설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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