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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도사업 관련하여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 등의 사항이 전세계적으로 중요시 됨에 따라 제조업체는 해

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그 중에서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 기

준은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철도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이며,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다[1]. 해

외의 많은 운영사에서 TSI 인증을 제조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위해서는 TSI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보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의 철도안전법 형식승인 기술기준 또한 TSI 인증 및 국제 기술기준, 국제 규

격에 대한 부합화를 시행한 바 있다[2]. 이에 따라 철도차량 부품에 대한 국내 형식승인, 유럽의 TSI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3단계 검증이 요구되며, 국내의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으로 나타내보면 설계적합성 검증, 설계합치성 검증, 형식시

험 3단계로 나뉜다. 형식시험만이 존재했던 기존방식과 달리 국제 부합화된 국내의 인증에서는 설계관점의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개발 초기의 인증을 고려한 설계,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프로세스와 같이 설계의 인증 획득을 고려하지

Abstract The type approval system of the railway safety law, which was enforced in 2014, has been preferentially

applied to the field of railway vehicles. The type approval system addresses railway vehicles and railway constituents.

Unlike the previous system, it requires serial verification stages divided, in consecutive order, into verification of design

compatibility and conformity and type test. These stages are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s including

TSI certific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find and meet the design requirements

for a coupler head, which is a part of the automatic coupler system; requirements were drawn from TSI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that are subordinate to the domestic railway approval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exist 34 design requirements to acquire a complete coupler head. Among those requirements, 32 were verified by

document inspection and two were able to be verified by performing FEA and gathering range analysis data.

Keywords : Coupler, TSI, Design compatibility, Compatibility verification, FEA

초 록 국내 철도안전법의 형식승인 제도는 2014년도에 시행되어 현재 차량분야부터 순차적으로 기술기준이 고시

되고 있다. 형식승인 제도의 인증 대상품은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으로 구분되며, 형식승인 제도에서는 기존 인증제도와

는 다르게 설계적합성 검증, 설계합치성 검증, 형식시험 검사의 순서로 설계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TSI 인증 등 전세계의 인증 제도와 부합화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표준형 자동복합연결기 시스템을 구성하

는 하부시스템 중 연결기 헤드에 대하여 국내 철도안전법 형식승인 제도와 TSI 기준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 중에

서 설계적합성 검증 항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34개의 설계적합성 검증항목 중 32개는 도면 및 기술검토서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분석이 필요한 2개의 항목에 대하여 연결범위 분석 및 강도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유럽 표준형 자동복합

연결기 헤드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연결기, TSI, 설계적합성, 적합성 검증,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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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후 재설계, 재제작 등으로 개발 단계를 다시 수행하여 상품화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

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증획득이 불가능하고, 받는다 하여도 경쟁사보다 시장진출이 늦어지거나 진출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하여 국내의 인증 여건상 설계단계의 검증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연결기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은 국내 개발제품이 국내의 인증을 획득하고, 상품화되는데 필수적인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 표준형 자동복합연결기의 하부시스템 중 연결기 헤드에 대하여 대상품목이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만

족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을 수행하기 앞서 TSI 기준[3-5], 국내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기술기준

[6-8], 철도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안)[9] 및 국내외 규격[10-13]에서 요구하는 설계, 기능, 성능 등에 대하여 설계적합성 검증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항목에 대하여 설계적합성 검증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도면, 기술검토서 등과 같은 문

서적으로 검증하고 강도해석 및 연결범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되는 자동복합연결기 헤드의 설계적 요구사항 적용성을 분

석하였다.

2. 본 론

2.1 연구개요

연결기는 철도분야에서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장치로 크게 기계적 연결, 전기 연결, 공기 연결, 완충작용 등의기능을 수행

한다. 연결기의 종류는 AAR식 자동연결기, 밀착연결기, 자동복합연결기, 구원연결기, 중간연결기 등이 있으며, 국내 대부분의

차량은 밀착연결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 중인 자동복합연결기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복합연

결기의 국산화가 필요하다.

자동복합연결기 시스템은 구조상 연결기 헤드(Coupler head), 몸통(Shank), 인장장치(Draw gear) 및 전단 시스템(Shear-off

system)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적 구분으로 연결기 헤드, 전기 연결기(Electric coupler), 머프 커플링(Muff coupling), 에너지

흡수장치(변형튜브, 유압완충기), 복심장치(Centering device), 관절형 고무 완충기(Rubber cushion draw gear), 전단 시스템이

있다. 연결기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국산화 개발 중인 유럽의 자동복합연결기(Type-10 coupler) 시스템의 제품이 실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해야하는

Fig. 1. Composition of coupl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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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이 존재하며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 시험, 제작 등의 부분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설계적합성 검증의 경

우에는 설계적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입증방법(MOC)은 문서적으로 입증되는 요구사항들에 한하여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

결기 시스템의 하부시스템 중 연결기 헤드를 대상으로 국내외 기술기준 및 규격의 설계적인 부분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설계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2.2 설계적합성 검증 계획

설계적합성 검증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설계적 검증 항목을 도출하여야 한다. 검증 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기술

기준 및 규격을 참고하였다[14-16]. 그 중에서도 유럽의 TSI 기준과 국내의 철도 차량 및 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총 49개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기술기준 및 규격을 분석하여 도출된 49개의 요구사항이 실제 제품에 적용이 되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방법은

문서검사(Inspection), 해석(Analysis), 시험(Test) 총 3가지 사항으로 분류하였다[16]. 문서검사는 설계도면, 기술검토서 등과 같

은 문서를 근거로 하여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며, 해석은 유한요소해석(FEA) 또는 수치해석 등과

분석내용을 근거로 검증을 하는 방법이다. 시험은 단위부품시험, 모듈시험, 연동시험 등과 같은 시험을 진행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문서검사로 검증하는 요구사항은 32개, 해석으로 검증하는 요구사항은 1개, 해석과 시험으로 검증하는 요

구사항 1개, 시험으로 검증하는 요구사항은 15개이다. 이 중에서 문서검사와 해석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 총 34개의 요구사항

에 대하여 설계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설계적합성 검증 계획은 INCOSE system engineering handbook[17]과 ISO/IEC 15288[18]을 참고하여 수립하였다. 크게 계

획단계 - 수행단계 - 수정·보완으로 나누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Fig. 2와 같다. 검증 수행 후 부적합 사항에 해당되는 요구사

항에 관하여서는 기준 및 규격 부합화 연구를 통해 추가 검증을 수행하여 연결기 헤드가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적으

로 적합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Fig. 2. Process of compliance verification.

2.3 설계적합성 검증 수행

Fig. 2와 같이 계획수립 및 사전검토를 통해 임무할당을 실시하여 검증 수행을 준비하고 입증자료를 요구사항과 분석으로 설

계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총 34개의 항목에 대하여 기술검토서, 도면, 분석서 등과 같은 문서를 확인 및 분석하여 자동복합

연결기 헤드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Table 1은 34개의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한 목록이다.

Table 1의 1~32번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은 연결기 헤드의 주요 구성품의 설계여부 및 설계위치 등에 대한 내용이며, 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조립도 및 부품도면, 기술검토서을 확인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1~32번 항목의 검증을 수행하면서 단순 수정사항

6개, 부적합사항 6개가 도출되었으며, 설계가 해당 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부적합사항의 경우는 요구사항이 적용

되었음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가 보완을 실시하고 추가 검증을 수행하였다. 하나의 예로 Fig. 3은 8번 항목에 대한 부적합사

항을 보완한 내용이다. 수동해방장치는 센터피봇(Center pivot)을 회전시켜 수동으로 해방이 가능하도록 센터피봇에 위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센터피봇의 위치에 대한 구조가 도면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의 설계도면을 추가하여 수동해방장

치가 요구사항에 맞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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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연결기 헤드 강도분석

Table 1의 33번 항목은 연결기의 강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압축하중 1,500kN과 인장하중 1,000kN을 부여하여도 소성변형

이 일어나지 않아야한다[10]. 이는 사전에 설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하는 항목이며, 추후 시험적으로도 검증되어야하는 항

목이다. 해당 항목을 해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S/W는 SOLIDWORKS에서 지원하는

정적해석을 사용하였다. 유한요소법에서는 식 (1)과 같은 행렬방적식을 구성하여 해를 계산하며 강도해석에서의 K는 강성, u는

변위, f는 작용되는 하중을 의미한다. 여기서 K는 식 (2)와 같이 표현되며 E는 탄성계수, A는 단면적, L은 절점간의 거리를 의

미한다. 해석을 위해 사용된 기법은 가우스소거법의 일종인 Sparse solver를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Sparse solver는 K행렬의 값

중에서 0이 아닌 값만 저장하여 연산을 하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 식 (3)은 Sparse

행렬(6×6)을 예로 나타낸 것이다.

(1)

(2)

K[ ] u{ }⋅ f{ }=

K
E A⋅

L
----------=

Table 1. List of requirement titles for design compliance (BP: break pipe, MRP: main reservoir pipe, UP: uncouple pipe).

No. Summary of requirement Proof No. Summary of requirement Proof

1 Component of coupler head Drawing 18 Fixed position of valve Drawing

2 Shape of coupler front face Drawing 19 Component of valve Drawing

3 Definition of coupler front face Drawing 20 Connection of valve casing and extension pipe Drawing

4 Guiding horn and expansion bar Drawing 21 Position of MRP and UP Drawing

5 Definition of lock device Drawing 22 Component of MRP and UP Drawing

6 Component of lock device Drawing 23 Shape and position of rubber tube Drawing

7 Component of catch Drawing 24 Fixed position of spring case Drawing

8 Position of manual uncouple device Drawing 25 Shape and position of valve Drawing

9 Component of manual uncouple device Drawing 26 Visual check of coupling condition Drawing

10 Position of uncouple device Drawing 27 Valve condition Technology reviews

11 Component of uncouple device Drawing 28 Mouth piece condition Technology reviews

12 Component of air connector Drawing 29 Valve condition of MRP Technology reviews

13 Position of BP Drawing 30 Valve tappet condition of air pipe Technology reviews

14  Component of BP Drawing 31 Air delivery of UP Technology reviews

15 Fixed position of mouth piece Drawing 32 Coupling condition of rubber tube of UP Technology reviews

16 Shape and component of mouth piece Drawing 33 Strength condition of coupler head Test & analysis report

17 Design requirement of socket Drawing 34 Condition of gathering range Analysis report

Fig. 3. Modification of drawing for requirement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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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연결기 헤드 하우징과 연결링크의 기계적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연결기 헤드 하우징의 항복응력은 650MPa이고 연결링

크의 항복응력은 750MPa이다. Fig. 4는 연결기 헤드 하우징의 형상으로 내부 연결장치 등을 보호하는 부품이며, 자동복합연결

기 헤드의 구조상 압력하중은 연결기 헤드 하우징에 가해지게 된다. 해석에 사용된 연결기 헤드 하우징의 메시(Mesh) 형상은

Fig. 5에 나타내었다. 경계조건은 연결기 헤드의 머프커플링과 조립되는 면인 원통부분을 x, y, z 방향으로 완전구속하고 반대

쪽 면에 1,500kN의 하중을 부여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응력분포는 Fig. 6과 같다.

EN 160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지점은 Fig. 7과 같으며, 2-(1)은 위쪽이고 2-(2)는 아래쪽으로 총 4곳

이다. 각 지점의 응력분포를 확인한 결과는 Fig. 8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표기한 각 지점에서의 응력값에 대하여

안전계수를 식 (4)에 따라 계산하였다. 식 (4)에서 Sf는 안전계수, σy는 재질의 항복강도, σc는 유한요소해석에서 연산된 응력값

을 의미하며 모든 지점에 대하여 계산된 안전계수의 값은 1 이상이므로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 2-(1)

지점의 안전계수가 타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1에 근접하게 산출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설계적으로 리브의 두께 보강 등

의 방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인장강도는 연결기 헤드의 구조상 내부에 위치하는 연결링크에 하중이 부여된다. 연결링크는 연결기 헤드 하우징 내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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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 properties.

Coupler head housing Coupling link

Material Steel casting according to EN 10293:2005

Young’s modulus(GPa) 200 200

Yield stress(MPa) 650 750

Tensile strength(MPa) 800 1,000

Poisson’s ratio 0.3 0.3

Fig. 4. Shape of coupler head housing. Fig. 5. Mesh of coupler head housing for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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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며 실질적인 연결은 2개의 연결링크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결링크가 2개이므로 하중조건은 500kN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석

에 사용된 연결링크의 기계적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경계조건은 고정면에 x, y, z 방향으로 완전구속하고 연결링크를 대칭

(Symmetry) 모델링으로 진행하여 연결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500kN을 부여하였다. 해석이 완료된 응력분포는 Fig. 9와 같으며,

해석 완료 후 Fig. 10과 같이 EN 160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링크의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를 참고하여 총 7곳의 응력

분포를 확인하였다. 각 지점의 응력분포 결과는 Fig. 11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모든 지점의 응력값을 통해 구해진 안전계수

는 1 이상이 산출되어 소성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결기 헤드 하우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계수

가 산출되었다. 이와 같이 해석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연결기 헤드는 압축강도 1,500kN, 인장강도 1,000kN의 하중조건에서 소

성변형이 일어나지 않음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결기 헤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계수가 낮게 산출

된 연결기 헤드 하우징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Stress distribution of coupler head housing according to

compressive force.

Fig. 7. Attachment location of strain gage of coupler head hous-

ing according to EN 16019.

Table 3. Stress value of coupler head housing at principal point.

Point Stress(MPa) Safety factor

1-(1) 548.6 1.18

1-(2) 520.2 1.25

2-(1) 628.5 1.03

2-(2) 583.3 1.11

Fig. 8. Stress distribution of coupler head housing at princip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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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연결기 헤드 연결범위 분석

Table 2의 34번의 연결범위 조건 또한 해석항목으로 EN 16019[10]에서 연결범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ig. 12의 빗

금 표시된 영역 내에 반대편의 연결기의 중심(M)이 위치하였을 때, 연결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결범위 분석을 위해 빗금 영역

을 이루는 총 7개의 포인트(A~G)를 분석지점으로 지정하고 반대편 연결면의 중심이 각 분석지점에 위치할 때 연결이 가능한

지 3D 모델링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7개의 모든 포인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Fig. 13은 그 중 포인트 A와 E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한 내용이다. 포인트 A는 가이딩혼과 확장바의 접촉이 발생하며, 포인트 E는 가이딩혼과 가이딩혼의 접촉이 발생

한다. 이와 같이 가이딩혼과 가이딩혼 또는 가이딩혼과 확장바의 접촉에 의해 두 연결기의 중심이 일치됨에 따라 연결범위를

만족함을 검증하였다.

Fig. 9. Stress distribution of coupling link according to compres-

sive force.

Fig. 10. Attachment location of strain gage of coupling link

according to EN 16019.

Fig. 11. Stress distribution of coupling link at principal point.

Table 4. Stress value of coupling link at principal point.

Point Stress(MPa) Safety factor

1a-(1) 533.8 1.41

1a-(2) 498.4 1.50

1b 21.8 34.40

1c-(1) 299.3 2.51

1c-(2) 382.7 1.96

2a 604.7 1.24

2b 289.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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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TSI 인증과 국내 철도안전법의 형식승인 제도에서 적용되는 설계적합성 검증에 대한 적용을 연결기 헤

드 개발 제품에 적용하였다. 철도 부품을 개발 시 적용해야 할 설계적합성 검증의 적용을 연구하여 제시하였으며, 본 적합성 검

증은 제품 개발 시에 선행적으로 인증 획득을 고려하여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내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 적용된 제품의 설

계, 제작, 시험평가, 인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첫번째 단계로 적용되었다. 국내외의 기술기준 및 규격을 참고하여 유럽 표준

형 자동복합연결기의 헤드에 적용되어야 할 총 49개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구사항을 검증방법에 따라 문서검증, 해석,

시험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서 문서검증과 해석에 해당하는 34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적합성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검

증을 수행하였다.

총 34개의 요구사항 중에서 3개의 검증 예시로 수동해방장치가 수동해방을 위해 센터피봇에 위치하여 있는지 확인한 내용과

연결기 헤드의 강도해석 및 연결범위에 대한 검증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 강도해석은 연결기 헤드 하우징에 대해 압축

하중 1,500kN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른 안전계수는 항복응력 대비 최소 1.03 이상이 산출되어 소성변형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결링크에 대해 인장하중 1,000kN에 상응하는 하중을 부여하여 강도해석을 진행한 결과, 안전계수가 최소

1.24 이상으로 산출됨으로써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연결기 헤드의 강도에 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보다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계수가 낮게 산출된 연결기 헤드 하우징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연

결기의 연결범위 조건은 가이드혼과 확장바에 의하여 EN 16019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결범위를 만족함을 검증하였다. 3개의 예

시 외에도 31개의 요구사항을 더한 총 34개의 요구사항을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 중에 12개의 수정·보완 항목이 발생하여 보완

후 추가 검증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용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계적합성 검증의 강도해석 결과는 제작을 위한 선행 단계로서 설계상에서 안전계수가 낮은부분에 대

해서 변위 및 응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강도해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결과에 따른 구조 보강 등 설계보완 및 제작보

완을 실시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형식시험의 도출된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형식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개

발 중인 유럽 표준형 자동복합연결기 헤드가 TSI 및 국내 철도안전법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

고 연구개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5RTRP-B084184-02)으로 수행되었습니다.

Fig. 12. Gathering range of coupler according to EN 16019. Fig. 13. Simulation for Gathering ran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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