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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active safety와 사

고 후 피해저감을 위한 passive safety로 구분된다. 특히 철

도차량은 사고 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저감을

위해 충돌안전기준이 필요하여 철도 선진국에서는 1990년

대 후반부터 충돌사고시나리오를 만들고 충돌안전설계를 위

한 기준 및 규정을 제정하였다.

충돌 사고시나리오는 각 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대표적으로 열차 대 열차 충돌

사고와 철도 건널목 충돌사고시나리오가 있다. 이러한 충돌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실제 차량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

로 규정에서는 최종 검증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하여 편성

열차의 충돌 안전도를 평가하게 된다.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열차와 대형 차량이 고

속으로 충돌하여 열차 전두부에 심한 손상을 가져오며 최악

에는 탈선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 건널목 사고 시뮬레

이션을 위해 충돌안전규정에는 철도 건널목 사고의 피 충돌

자동차들을 대표하는 표준 대형 장애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물의 수치모델을 개발하여 충돌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2008년에 개정된 유럽지역 국경을 횡단하는 열차의 상호

통합 운행을 위한 기술사양인 TSI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2]에서는 대형차량에 대한 수치모델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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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유럽 TSI와 국내철도차량안전기준에 정의된 건널목 충돌사고시나리오에서 요구하는 성능의

대형 변형체 장애물의 유한요소 모델에 대하여 2가지 종류의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형 분산형 고속철도 차량에

적용하고 평가하였다.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형 장애물은 기존 강체모델에서 현재의 변형체모델로 변경되었으며

규정에 정의된 방법으로 변형체 강성 값이 검증되어야 한다.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준을 만족하는 균

일한 밀도와 강성의 솔리드 형 장애물 모델과 균일하지 않은 셸 형 장애물 모델 등 2가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

구에서 개발된 대형장애물을 사용하여 분산형 고속열차를 대상으로 규정의 대형장애물 충돌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셸 형과 솔리드 형 장애물은 열차와 충돌 후 거동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셸

모델이 더 가혹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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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장애물에서 비선형 압괴 특성이 있는 변형체 장애물로 변

경하여 그 형상 및 무게중심 등의 요구성능이 정의되어 있

다. 철도건널목의 차량 충돌사고 중 가장 위험한 대형트럭

과의 충돌을 간단한 형상과 강성조건으로 표준화된 장애물

형태로 정의하였다.

2005년 prEN15227[3] 이전 규정에 사용된 강체 장애물은

모델링이 간편하나 변형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열차 전두부에 큰 충격력이 발생하며 충돌 후 거동에도 큰

차이가 있다. 국내에 충돌안전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G7 연

구과제에서 개발된 KHST는 유럽의 SNCF 기준을 참고하였

기 때문에 철도 건널목 충돌 사고 시뮬레이션에서 강체 장

애물을 사용하였다[4,5].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국내 철도차량 안전기준 시행지침

16조(이하 ‘국내충돌안전기준’라 함)[7]의 표준충돌사고시나

리오는 prEN15227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prEN15227을 수정하여 EN15227[6]을 제정하고 동등하게 기

존의 TSI[8]를 개정하였으므로 국내 철도차량안전기준 시행

지침 16조는 유럽의 규정과 일부 달라졌다. 대표적으로 국

내충돌안전기준에 정의된 열차의 충돌가속도 평가기준은 승

객 구간이 최대 7.5g 이하, 평균 5g 이하이고 개정 TSI에서

는 운전자 구간을 포함한 모든 승객 구간에서 평균 5g 이

하로 다르다. 이 외에도 충돌사고 시나리오 및 생존공간 확

보 영역 등 일부 평가기준 및 방법들이 차이가 있다. 그리

고 기준에서 요구하는 건널목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대형

변형체 장애물의 수치모델특성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 즉, 국

내충돌안전기준에서는 장애물의 밀도와 강성이 균일해야 하

며 개정 TSI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서는 충돌

안전설계를 위해 유럽의 개정 TSI와 국내충돌안전 기준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 건널목

사고인 대형 변형체 장애물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

하여 변형체의 유한요소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개정 TSI와 국내충돌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대형 변형체 장애물의 유한요소모델에 대하여 2가

지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를 대상으로 기

준에서 정의하는 대형장애물과 110km/h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 대형 장애물 유한요소 모델링

2.1 대형 장애물의 제원

국내충돌안전기준과 개정 TSI에서 대형 장애물은 Fig. 1

의 기하학적 형상과 Table 1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준수하

여야 한다. 충돌 특성은 반지름 3m, 질량 50톤의 강체 구

가 30m/s의 속도로 충돌할 때 발생한 하중이 Fig. 2와 같은

변위에 대한 충돌하중보다 커야 한다. Table 1은 2007년에

유럽의 prEN기준을 도입한 국내충돌안전기준과 개정 TSI에

서 요구하는 대형장애물을 비교한 것이다. 국내충돌안전기

준은 밀도와 강성이 균일해야 하고 개정 TSI에는 이에 대

한 항목이 없다.

2.2 대형 장애물의 유한요소 모델 개발

국내충돌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균일한 밀도(상하부 구조

별로 균일함)와 강성을 고려하기 위해 솔리드 요소를 사용

한 장애물(이하 ‘솔리드 형 장애물’라 함)과 균일하지 않은

셸 요소를 사용한 장애물(이하 ‘셸 형 장애물’라 함)을 개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솔리드 형 장애물은 국

내충돌안전기준뿐만 아니라 개정 TSI의 요구사항을 만족하

고 셸 형 장애물은 개정 TSI의 요구사항만을 만족한다. 실

제로 거의 모든 자동차는 셸 구조로 제작되기 때문에 셸 형

장애물로 하는 것이 실제 충돌현상을 모사할 수 있다고 판

단되나 국내 규정에 정의된 균일한 밀도항목을 고려하여 솔

리드 형 모델을 추가하여 두 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열차와

Fig. 1 The figures of the a heavy obstacle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 heavy obstacle

Standard Korea regulation TSI(Europe)

Mass 15 tons

Height Center of gravity 1750 mm from the top of rail

Density uniform none

Stiffness uniform none

Friction coefficient none

Fig. 2 The physical standard on the stiffness of the obstacle

obtained against a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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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돌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대형 장애물 유한요소모델은 Fig. 1의 형상 치수를 준수

하여 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솔리드 형 장애물은 기준에

서 요구하는 무게중심을 고려하기 위해 상/하부로 나누어 다

른 밀도 값을 입력하였다. 셸 형 장애물은 셸의 두께에 따

라 부피가 변하므로 밀도를 셸 두께에 따라 변경하여 무게

중심점을 맞추어야 한다. Fig. 4는 솔리드 요소와 셸 요소 장

애물을 반으로 절단한 모습이다.

본 충돌 시뮬레이션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였다. Table 2와 Fig. 5는 규정에서 요구

하는 장애물의 강성 값(Fig. 2)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한 셸 형 장애물과

솔리드 형 장애물에 사용된 요소의 기계적 특성치이다. 규

정에서 요구하는 장애물의 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어

인자로는 탄성계수와 응력-변형률 곡선이 있고 특히 솔리드

형 장애물은 허니콤 재료의 압축비율이 강성에 큰 영향을 미

쳤고 쉘형 장애물은 두께를 키울수록 충격력의 오실레이션이

줄어들어 규정에서 요구하는 강성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다.

Fig. 6, 7은 여러 번의 수치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된 솔리드 형과 셸 형 장애물의 충돌 후 변형형상이고

Table 2 Material data of LS-DYNA for 2-type FE models

Variable Solid-type Shell-type

Material

card
MAT_HONEYCOMB

MAT_ 

PIECEWISE_LINE

AR_PLASTICITY

Young’s 

modulus(E)

Compacted: 10 GPa

Uncompressed: 372 MPa
410 GPa

Poisson’s 

ratio(PR)
0.29 0.3

Yield stress

(SIGY)
Compacted: 215 MPa 416 MPa

Volume 

ratio(VF)

Fully compacted volume/

Initial volume: 0.1
·

Fig. 4 2-types of Finite elements model for the huge obstacle

Fig. 3 Collision condition for the definition of the stiffness of the

obstacle

Fig. 5 Stress-strain curve for the materials of FE models

Fig. 6 The solid-type obstacle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e

current TSI & Korea regulation

Fig. 7 The shell-type obstacle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e

current 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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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규정의 강성곡선과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두

장애물 모델 모두 기준을 만족하므로 열차 모델과의 충돌 시

뮬레이션을 통해 충돌 후 거동을 비교하였다.

3. 대형장애물 충돌사고 시나리오 평가

3.1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 요약

국내충돌안전기준 및 개정 TSI에서 요구하는 각 평가항목

에 대한 허용기준은 Table 3과 같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에 근거하여 항목별 허용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애물은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를

대상으로 충돌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Table 3의 평가항목인

운전자 생존공간확보와 충돌감속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철

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대형장애물 충돌 시 열차 전두부 변

형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운전자 생존공간보호가 중요하다.

국내충돌안전기준에 제시하는 생존공간은 길이와 폭이 0.75m

이상이거나 운전실 원래 길이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

는 원래 길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TSI에서는 길

이가 0.75m 이상이고 비상시 운전자 구조를 위해 문이나 통

로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세

대 분산형 고속열차의 경우, 생존공간 기준만을 비교한다면

운전자 후방에 객실과 통하는 문과 연결되어 대피공간이 제

공되기 때문에 길이 방향 공간 확보만을 요구하는 개정 TSI

는 길이, 폭, 높이까지 고려하는 국내충돌안전기준보다 허용

기준이 간단하다.

3.2 분산형 고속열차 모델의 구성

충돌 시뮬레이션을 위한 열차의 구성은 Fig. 9와 같이

2TC-6M으로 구성된 총 8량 편성으로 축중은 13톤이다.

변형체 장애물은 열차와 충돌 시 열차의 전두부 형상에 따

라 충돌 후 거동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고속전철의 long

nose 형식의 전두부와 충돌 시 장애물 타고오름 현상이 발

생하게 되고 객차와 같이 평평한 단부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단부의 변형이 심하게 발생한다.[1] 그러므로 변형체장애물

과 충돌이 일어나는 열차의 전두부는 3D FE 모델로 고려

하여 시뮬레이션하여야 한다.

Fig. 9 Configuration of the full rake High-speed EMU

가장 이상적인 열차의 최종 검증은 실제 차 충돌시험이겠

지만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법규인 충돌안전기준에서도

주요 에너지흡수구간만 시험으로 검증한 3D FE 모델을 적

용하고 나머지는 1D 모델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최종 평가검증 단계가 아닌 설

계가 빈번히 수정 및 변경되는 초기설계단계에서는 장애물

과 접촉이 발생하는 열차의 전두부만 3D FE 모델을 고려

하고 나머지 구간과 후방차량은 등가 1D 충돌 동역학 모델

을 사용하여 편성열차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기

존의 1D 충돌 동역학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10,11]에서 고

려하지 못하는 타고오름 현상을 다룰 수 있다.

기존 동력집중식 KHST의 1D 등가모델링 기법[11]은 충

돌 시 차체 단부구조에 압괴가 발생하므로 3D 충돌해석결

과를 반영한 비선형 스프링으로 모델링해야 하지만,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의 단부구조에는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전두부와 차 간 연결기에서 모든 충돌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중량과 차체 강성 정보만으로 1D 등가

모델링이 가능하다. 

충돌이 발생하는 열차의 전두부 구간은 Fig. 10과 같이 3D

유한요소로 모델링 되었으며, TC1의 전두부를 제외한 나머

지 차체와 연결기는 Fig. 11과 같이 1D 집중 질량/스프링 요

Fig. 8 The simulation results on the stiffness of the obstacle

collided with a sphere

Table 3 Acceptance criteria of the current TSI & Korean rolling stock safety regulations

Assessment items
Acceptance criteria

Korea regulation Current TSI

Survival space for

driver’s cab

-Minimum 0.75m or more than 80% of the initial 

length

-More than 80% of the initial height

-Drivers’ cabs at the ends of vehicles shall have a 

minimum of one door or a gangway allowing access for 

rescue staff in an emergency.

-Minimum 0.75m

Limit deceleration

-Maximum 7.5g

-Mean 5g 

(except driver’s cab)

-Mean  g

(including driver’s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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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사용하였다. 열차 전두부의 에너지흡수장치와 에너지

흡수용 차량 연결기에는 차량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제공된

하중-변위의 비선형 특성을 적용하였다.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의 1D 집중 질량/스프링 모델은

TC 차량과 M 차량으로 구분하여 모델링 하였고 TC 차량

전두부(AC)와 각 차량 사이에 장착된 연결기(SPC)에서 주

요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모든 차량은 전후방의 볼

스터 위치를 기준으로 전두부(front), 중간(mid), 후미(end)의

세 구간으로 모델링 하였다. 주요 에너지 흡수구간인 전두

부와 차 간 연결기에 최종적으로 제공된 하중-변위의 비선

형 특성을 적용하였다. TC 차량 전두부 구간을 제외한 차

체 단부 구간의 강성은 차체의 압축하중 선형해석을 통해 구

한 값을 볼스터 중심부터 연결기 취부구간까지의 거리로 환

산하면 약 1000kN/mm가 되고 본 해석모델(반쪽모델)에는

절반값인 500kN/mm인 탄성 스프링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운

전자와 승객 구간은 강체로 가정하였다.

중력가속도를 고려하였고 대차는 차체의 볼스터에 위치하

는 스프링으로 모델링 하였다.

3.3 시뮬레이션 결과 및 평가

국내충돌안전기준과 개정 TSI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도록 개

발된 솔리드 형 및 셸 형 장애물과 충돌이 일어나는 전두

부와 운전자 구간 일부만 3D 유한요소로 구성된 3D/1D 하

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여 철도 건널목 사고시나리오인 장

애물과의 110km/h 충돌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Fig. 12는 솔리드 형 장애물의 충돌 후 거동으로 전두부

에너지흡수장치에서 충돌에너지가 흡수되지 않고 장애물이

열차 전두부를 미끄러져 타고 오르게 된다. 이때 장애물은

운전자 공간의 상부를 침투하게 되는데 충돌 전 운전자 공

간 높이의 약 75% 정도만 남게 되어 국내충돌안전기준을 만

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정 TSI 에서는 운전자 공간의 높

Fig. 10 Collision with the 15t standard obstacle at 110 km/h

Fig. 11 Schematic of the lumped mass model

Fig. 12 Side view of the solid-type obstacle simulation

Fig. 13 Side view of the shell-type obstacl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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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향 변형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

Fig. 13은 셸 형 장애물의 충돌 후 거동으로 솔리드 형 장

애물처럼 운전자 구간을 미끄러져 올라가지 않고 충돌 후 회

전하여 운전자 허리 앞까지 침투하게 된다.

강성이 작고 밀도가 균일한 솔리드 형 장애물은 Fig. 12

와 같이 충돌 후 전체적으로 변형되어 휘어지는 전체 변형

모드가 발생하여 전두부 모듈과 충돌 후 장애물의 무게중심

점이 차체 충돌 면보다 위쪽으로 이동하여 열차 운전자 구

간을 타고 오르며, 강성이 크고 속이 빈 셸 형 장애물은 Fig.

13과 같이 충돌 면에 국부적인 변형만 발생하고 장애물의 무

게중심점이 차체 충돌 면보다 아래쪽에 있어 더는 전두부를

타고 오르지 못하고 회전하면서 운전자 전방구조만을 변형

시킨다.

두 장애물은 열차와 충돌 후 거동에는 차이가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운전자 공간을 침투한다. 또한, 운전자 앞에 배

치되는 조종 계기판 등의 장치들을 고려한다면 운전자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자 공간의 확보를 위한 대책

이 필요하다.

Fig. 14는 에너지 이력 선도로서 대부분의 초기 운동에너

지가 충돌 후 열차의 운동에너지로 남았고 일부 에너지만 열

차 구조와 장애물에서 흡수되었다. 솔리드 형 장애물 충돌

에서는 총 4MJ이 흡수되었으며 셸 형 장애물 충돌에서는 총

5.6MJ이 흡수되었다. 그 이유로는 Fig. 15와 같이 셸 형 장

애물 충돌에서 주요 에너지흡수 장치의 변위가 크게 발생하

였기 때문이다. 특히, Front lower tube가 800mm로 완전히

압괴 되었는데 이는 솔리드 형과 셸 형 장애물의 강성 차

이로서 강성이 작은 솔리드 형 장애물은 front lower tube와

접촉 후 탄력적인 국부변형 때문에 아래로 밀어내지만, 강

성이 큰 셸 형 장애물은 완전히 압축될 때까지 접촉을 계

속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Front lower tube가 800mm 한계

Fig. 14 Energy history curves

Fig. 15 Displacement of the main energy absorption devices

Fig. 16 Contact force between the obstacle and the train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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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까지 완전히 압괴된 직후 큰 충격력을 받은 셸 형 장

애물은 Fig. 13과 같이 회전 거동이 발생하였다.

Fig. 16은 대형 장애물과 열차 사이에 발생한 충격력이다.

강성이 작고 균일한 솔리드 형 장애물은 충돌 후 미끄러지

는 거동을 보이고 표면 강성이 큰 셸 형 장애물은 2배 정

도 큰 충격력이 발생하였다.

Fig. 17은 운전석과 승객 구간의 충돌가속도이다. 충돌가

속도는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FT low pass filter

40Hz를 사용하여 필터링한 결과이다. Fig. 17 (a)는 운전석

의 충돌가속도인데 장애물의 충격이 직접 전달되므로 승객

구간에 비해 최댓값이 크고 오실레이션이 심하다. 국내 규

정에는 운전자 구간에 대한 가속도 기준이 없으나 개정 TSI

에는 운전자 구간을 포함한 모든 승객 구간에 대하여 평균

5 g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TSI 규정의 평균감속도는 충격력

0kN이 될 때까지의 가속도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Fig.

17 (b)의 운전석 가속도를 누적 적분한 것으로 충격력이 0

kN이 되는 시점에서의 평균가속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5 g

이하로 개정 TSI 충돌가속도 기준을 만족한다.

Fig. 17 (c)는 TC1 차량의 승객 구간 충돌가속도 결과이

다. 셸 형 장애물 충돌은 평균가속도 기준은 만족하나 최대

가속도 7.5g를 초과하여 국내충돌안전기준을 벗어난다. 이

는 충돌 후 front lower tube가 완전히 압괴된 후에 발생한

최대 충격력 때문이다.

4. 결 론

국내충돌안전기준 및 개정 TSI의 철도 건널목 충돌사고시

나리오에 정의된 대형 변형체 장애물에 대하여 솔리드 형 및

셸 형 장애물을 개발하고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를 대상으

로 110km/h 충돌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밀도와 강성이 균일한 솔리드 형 장애물 모델(국내충

돌안전기준과 개정 TSI 동시 만족)과 그렇지 않은 셸 형 장

애물 모델(개정 TSI 만족)은 충돌해석 시 전두부의 변형과

충격가속도 발생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2) 강성이 작고 균일한 솔리드 형 장애물 모델은 충돌 시

장애물의 탄력적인 국부적인 변형으로 열차 전두부를 미끄

러지듯이 타고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며, 강성이 큰 셸 형 장

애물은 전두부에 심한 손상을 가져오고 회전하면서 운전석

을 압괴시킨다. 동일 형상의 장애물일 지라도 강성특성에 따

라 열차 전두부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3) 개발된 대형장애물(솔리드 형 및 셸 형)과 차세대 고

Fig. 17 Longitudinal accelerations of the service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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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열차의 충돌해석 결과, 충돌가속도와 운전실 변형이 개정

TSI의 요구기준을 만족하였다. 최대 충돌가속도와 운전실 수

직변형을 고려하는 국내충돌안전기준은 TC1 차량에서 이 기

준들을 초과하였다. 

(4)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가 국내충돌안전기준을 만족

하게 하려면 전두부의 보완설계가 필요하다.

강성이 큰 셸 형 장애물은 전두부에 큰 충격력이 발생하

여 운전실 변형이 심하며 강성이 작은 솔리드 형 장애물은

전두부를 타고 올라 운전실 손상이 적고 충돌 가속도 수준

도 만족할 만하다. 차량 설계자 측면에서 규정만족의 목표

를 위한다면 솔리드 형 장애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보수적인 설계를 위하여 셸 형 장애물 모델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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