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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도차량의 고속화로 인하여 충돌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철도차량에서는 충돌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흡수 시스템이 적용되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변형튜브와 같이 에너지 흡수장치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

고 있다. Ahn [1]은 원형 튜브의 에너지 흡수증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Plantema 식을 이용한 국부좌굴 하중 예측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Choi 등 [2]은 튜브 확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마찰과 내부소성에 대하여 펀치의 각도 효과 연구와 유한요소

해석을 사용하여 튜브 확관비에 따른 파열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3]. Heo 등 [4]는 고속열차의 전두부에 설치를 위한 효율을 극

대화 시키기 위한 튜브 팽창식 에너지 흡수 부재의 이론적 모델을 정립하였다. Qiu 등 [5]는 원형 튜브의 확관이 아닌 외측으

로 역위시키는 에너지 흡수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Ko 등 [6]은 튜브를 이용하여 티어링 공정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여 연성파단의 기준으로서 유한요소해석을 적용하여 기준식의 적정성을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원형 튜브에 대하여 여러

방식의 접근이 연구되었으며, 주름진 관의 에너지 흡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주름의 간격을 따라 소성변형을 강제로 유도하

여 튜브의 붕괴모드를 제어하는 연구도 진행 되었다[7]. 다른 방식의 에너지 흡수에 대한 연구로서 튜브의 분쇄 [8], 외부의 보

강 링 추가[9]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도 활발한 에너지 흡수장치에 대한 연구 [10-13]가 다방

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사각 튜브를 적용한 연구 또는 알루미늄 발포제를 포함한 흡수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상태이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철도차량보다 비교적 적은 에너지 흡수를 요구하므로, 에너지 흡수용 튜브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형태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펀치와 튜브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현상만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Abstract The market share of high-speed railway vehicles is increasing across the world. A high-performance impact

energy absorption factor is essential to satisfy the safety standards of railway vehicles. A deformed tube assembly is a

typical energy absorption factor in railway vehicles. The tube assembly comprises a deformed tube and a press-fitting

punch, its performance depends on the absorption energy characteristics in the plastic zone of the tube. In this study, a

deformed tube assembly of a railway vehicle is designed that can absorb a maximum impact energy of 200kJ under

plastic deformation. Slab method and finite element analysis are used to estimate the reaction force of the punch in the

initial stage,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ed tube assembly is confirmed experimentally.

Keywords : Deformation tube, Impact energy absorption apparatus, Squeezing tube, Passenger safety, Expansion tube

초 록 고속철도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성능 충격 에너지 흡수 요소는 철도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 요소이다. 변형 튜브 조립체는 철도 차량에 대한 전형적인 에너지 흡수 요소이다. 그

것은 변형 튜브와 압입 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튜브 조립체의 성능은 튜브의 소성 영역에서 흡수 에너지 특성에 의

존한다. 본 논문의 변형 튜브에서 흡수하는 소성변형 에너지는 200kJ의 철도차량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슬래브 법과 유한 요소해석을 사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펀치의 반력은 예측되며 설계된 튜브 조립체의 성능은 실

험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변형튜브, 충돌에너지 흡수장치, 압괴 튜브, 승객 안전, 팽창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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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TX 새마을 개발 이후 신규 간선형 차량에 대해서 에너지 흡수용량과 반력이 동일한 변형튜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X 새마을 중간연결기에 적용된 해외 제작사의 변형튜브와 동일한 에너지흡수 성능을 구현하

기 위한 변형튜브 설계방안에 대하여 초등해법과 유한요소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변형튜브에 대한 시험 지

그 제작 및 압축시험은 유진기공산업에서 수행하였으며, 튜브에 대한 소성학적 이론검토와 유한요소해석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서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변형튜브 분석

2.1.1 성능요구조건 분석

Fig. 1은 EN15227 [14] 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돌에 대한 이상적인 에너지 흡수체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B” 또는 “C”의 영

역은 변형튜브가 철도차량에서 사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성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Fig. 2는 ITX 새마을 차량에 적용된 변형튜

브이며, 현재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당 변형튜브의 주요 제원은 에너지 흡수용량 200kJ, 평균 반력 1600kN, 압축 변위

125mm이며, 특성곡선은 Fig. 3과 같이 펀치 반력(Punch force)을 유지한 상태로 펀치 변위(Punch stroke)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

다. 변형튜브의 주요 제원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설계 조건에 따라 허용 압축력과 가용한 변위, 튜브직경 등 제한 조건 이내에

서 각 설계 요소의 조정을 하게 되며 차량 충돌해석을 통해 차량으로부터 요구되는 에너지 흡수용량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변형튜브는 Fig. 4와 같은 작동 구조를 가지며 철도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압축력이 펀치를 튜브 내에 인입시켜 확관을 통해

Fig. 1. Ideal level of resistance against collapse of vehicle at crash. Fig. 2. Deformation tube of ITX - Saemaul.

Fig. 3. Characteristic curve for deformation tube of ITX - Saemaul. Fig. 4. Internal structures and energy absorbing principle of

deforma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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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소성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펀치의 평균 반력은 차량 프레임의 최대압축하중 이하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간 발생하는 정상적인 압축력에 대하여 튜브는 소성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1.2 이론 해석 분석

Fig. 5는 튜브 반경 a0를 a1로 확관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각 파라미터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내반경 r은 외 반경 a에서의 두

께 t의 감소분 이다. 슬래브법(Slab method)라고도 불리는 초등해법을 이용하여 미소체적을 취하여 이를 자유물체도로 보고 이

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얻어 외력의 방향과 이에 수직한 면을 주방향으로 보고 이들 평면상에서 주응력들은 일정하다고 가정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식 (1)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15].

 (B = μcotα) (1)

식 (1)에서 Y는 소재의 극한강도(Ultimate strength), m은 항복조건에 대한 근사도를 높이기 위한 계수이며, B = μcotα이다.

q1 = 0일 때 r = ri에서 σz = q2의 조건을 사용하여 구하면 식 (2)와 같이 반력 P를 구할 수 있다.

(2)

이때 식 (1,2)의 구성을 보면 변형튜브의 확관비(r0/ri), 튜브두께(t), 인입각(α)은 펀치반력 P의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파라미

터로 예상 할 수 있다. 확관비는 튜브 내경과 이에 대응하는 펀치 압입 후 증가된 직경의 차이 뜻하며, 튜브 내경 보다 펀치의

외경이 클수록 튜브의 확관 정도는 커지게 된다. 또한, 튜브 두께와 인입각은 증가할수록 반력 P는 증가됨을 구성식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Fig. 5. Essential parameters for balance of slab force.

2.2 변형튜브 설계

2.2.1 소재 검토

충돌 에너지 흡수 부재의 경우 동적 시험에서 변형률 속도에 의하여 소재의 인장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적시험 결

과대비 펀치의 반력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변형률 속도 민감지수가 적은 소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의 경우 변형튜브의 에너지 흡수용량의 범위에 대하여 ±10~15%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충돌에 따른 오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적 특성곡선을 만족시키기 위한 형상학적 설계에 대한 연구이므로 튜브의 인입부

형상과 내경 가공이 용이한 기계구조용 탄소강관(STKM18B)를 적용하였으며 Fig. 6 및 Table 1는 소재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

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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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변형모드 분석

펀치 압입 시 튜브의 변형모드 분석을 위하여 Fig. 7과 같이 평면 축 대칭 모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진행 하였다. 해석결

과 튜브의 단면은 3단계로 변형모드로 구분될 수 있으며 1단계는 펀치의 인입에 따른 확관초기 외측으로 벤딩이 발생하며, 2단

계는 튜브 확관이 종료되고 언벤딩이 발생하게 된다. 3단계는 전체 변형 모드가 동시에 일어나며, 이때부터 펀치의 반력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소재의 한 방향에서는 벤딩이 발생하고 다른 방향에서는 언벤딩이 발생하는 소재영역의 경계를 중

립점(中立鮎)이라 한다. 소성학에서는 중립점의 정의를 소재에 대한 외력이 연속적일 때 변형의 형태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태에 반대편으로의 변형이 동시에 발생할 때 변형의 경계는 각 변형의 중심에 위치함으로 정의 하고 있다[16].

변형튜브는 Fig. 8과 같이 변형이 발생하는 r0 부터 ri까지 작용하는 외력은 연속적이게 된다. 따라서 rn에서도 외력은 연속

적이므로 이를 적분하여 전체 구간에 대해 계산을 할 수 있다. 변형튜브는 외력이 작용하는 펀치와 튜브의 접촉점이 변형구간

의 도중에 위치하게 되며 이 때문에 튜브는 접촉점 이후에 완전소성상태가 유지 된다. 변형형태가 양방향성을 가지는 구간에서

중립점(中立鮎)이 발생하게 되며 변형 시작점과 완료 지점 사이 벤딩과 언벤딩은 Fig. 9와 같이 전체 변형 과정에서의 중심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펀치의 접촉점과 거의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 Strain - stress curve of tube material.

Table 1. Tensile test data of tube material.

Yield strength

(MPa)

Ultimate strength

 (MPa)

Elongation at break 

(%)

#01 290 439 37

#02 266 462 42

#03 248 459 40

#04 256 464 39

#05 226 460 40

Fig. 7. Deformation observation of axis symmetr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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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반력 분석

변형튜브의 에너지 흡수용량 200kJ은 ITX 새마을의 충돌해석결과 차량으로부터 요구되는 에너지 흡수용량이며 변위 125mm

와 평균 반력 1600kN은 차량의 최대압축하중 이하에서 에너지 흡수용량을 만족하기 위해 조합된 설계 치수이다. 만약 차체 강

성이 높아 지게 되면 평균 반력을 높이고 변위를 줄여 에너지 흡수용량을 만족 시킬 수 있다. 식 (2)의 반력 P는 첫 번째 지정

된 변수를 기준으로 다른 변수들의 대입을 통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ITX 새마을 변형튜브의 원제작사 외형도에서 확인이 가

능한 펀치 반경 94mm, 인입각 35o기준으로 우선 적용 하였다. 펀치의 반경은 튜브와의 접촉점을 지정하게 됨을 가정하고 경사

각의 라운드반경을 고려하여 접촉점이 축 중심부로 이동됨을 감안 약 -5mm 적용 시 반경 89mm 지점에 위치한다.

이에 대응하는 튜브의 내경을 78mm로 선정할 경우 접촉점을 소성 상태의 중립점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확관 후 반경은

100mm가 되며, 튜브의 두께를 12mm로 선정하여 식 (2)을 계산하면 펀치 반력은 마찰계수에 따라 여러 값을 가지게 된다. 일

반적으로 냉간 가공에서는 마찰계수 μ = 0.02~0.3 범위를 가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마찰계수 μ = 0.1~0.15를 적용한

이론해석 결과 1661kN~1750kN 까지 계산되었다. 펀치의 외경과 인입각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변수의 조합을 통하여 요구 반

력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변수는 상호 연관되므로 차량의 구조 및 압축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펀치 직경과 튜브두께, 인

입각을 조정하여 목표 반력을 설계할 수 있다.

2.2.4 튜브 인입부의 형상 검토

변형튜브의 경우 2.1.1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상운행에서 압축력에 대한 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제작사의 경우 튜

브와 펀치의 구성만으로 일정 압축력 이하에서는 소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별도의 구성품 없는 단순

Fig. 8. Boundaries of the material in the process of tube deforma-

tion.

Fig. 9.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for points of contact.

Fig. 10. Node position in the state of deformation of the tube. Fig. 11. Coordinate shift of nodes by compression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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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충돌 시에도 짧은 시간 내에 평균반력까지 도달하게 된다. Fig. 10과 같이 소성 상태를 관찰하여 보면

노드의 궤적이 일정하게 형성될 때까지 튜브의 유동응력은 지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해당 좌표를 추적한 결과 Fig. 11과 같은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궤적을 튜브의 입구에 형상화 시키게 되면 반력이 안정화가 되기까지의 소성변형과정을 생략

하게 되므로 평균 반력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유한요소해석과 시험비교

에너지 흡수용량 200kJ의 변형튜브 설계를 위하여 도출된 치수 및 형상 안을 이용하여 Fig. 12와 같이 유한요소 해석을 하였

다. 튜브모델은 솔리드 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요소의 수는 31,079개, 요소 형태는 헥사메쉬를 적용 준정적 해석을 하였다. 유

한요소해석에 적용된 구성방정식은 등방성 탄소성 모델을 적용 하였다. 소재의 전체 변형률 증분은 식 (3)과 같이 탄성과 소성

부분으로 나뉘는 것으로 가정한다[17].

(3)

편차 변형률은 식 (4)와 같다.

(4)

연관유동법칙은 식 (5)와 같다.

(5)

이때 편차응력을 편차변형률의 증분으로 표시하면 식 (6)과 같다.

(6)

여기서 G는 전단탄성계수, eel은 n 단계의 변형률 (탄성상태)이며, Δe는 전체변형률증분, 은 등가 소성변형률증분에 해당

한다. 이때 n은 항복곡면의 법선벡터이다. 소재의 소성곡선은 Table1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공경화에 대하여 n승 경화형 곡선

으로 근사화 하여 n = 0.24, K = 847.7를 입력하였다. 플레이트와 튜브 내의 펀치는 강체로 해석 하였다. 또한,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Fig. 13과 같이 압축시험을 하였다. 압축시험은 2000kN 압축이 가능한 SHIMADZU UH-F200A 장비를 사용하여

10mm/min의 속도로 시험진행 하였다. Fig. 14는 해석과 시험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모델의 마찰계수는 0.1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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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E model of 200 kJ deformation tube. Fig. 13. Laboratory test model of 200 kJ deforma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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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한요소해석결과가 실제 실험값을 상당히 유사하게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튜브 설계에서 예

상된 반력은 마찰계수가 0.15일 때의 반력 1750kN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00kN까지의 압축력에 대해

서는 탄성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하의 압축력에 대해서 소성변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종 설계된

변형튜브에 대한 에너지 흡수용량은 203kJ이었다.

3. 결 론

본 논문은 해외제작사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에너지 흡수용량 200kJ 급 변형튜브에 대하여 국산화와 동시에 유사한 성능을 요

구하는 변형튜브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1) 차량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흡수용량을 만족하기 위하여 각 파라미터를 조합하여 차량의 조건에 따라 반력을 예측 설계 할

수 있었다.

(2) 변형튜브의 특성곡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튜브 초기 인입 부에 대한 형상설계를 적용한 결과 700kN 이상의 압축력에서

소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튜브의 변형모드관찰을 통하여 튜브와 펀치의 접촉점이 소재변형의 중립점과 일치함을 가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확관 튜브의 변형 후 내경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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