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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를 이용한 철도차량용 장애물제거기 연구

Study on Obstacle Deflector of a Railway Vehicle Using 

Tension-type Energy Absorbers

김홍익·김진성*·권태수·정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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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애물제거기는 선로 위 장애물을 선로 밖으로 밀어내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면서 충돌에 의한 탈선을 방지하는 수동

적 안전(passive safety) 장치이며, 충돌에 의해 과도한 외력이 장치에 작용할 경우 에너지흡수부재를 통해 충돌에너지를 흡수하

여 승객 부상과 열차 및 화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관련 규정인 EN 15227에 의하면 유럽횡단수송네트

워크(TEN,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s) 및 국제, 국가, 지방 등 철도건널목이 있는 선로에서 운행하는 기관차나 객차

등의 선두차량에 장애물제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열차 또한 차체가 낮거나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물제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국내의 경우 2014년 제정된 철도차량기

술기준에 따라 위험도분석 결과에 의해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 화물열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차량에 장애물제거기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대부분의 장애물제거기는 에너지흡수부재의 압축을 통한 충돌에너지흡수를 기본 작동 메커니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압축형

튜브를 주 에너지흡수부재로 사용하고 있다. 압축형 튜브를 이용한 에너지흡수부재의 경우 작동 메커니즘의 구성이 용이하면서

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규정을 만족하는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반면 불안정하면서도 예측이 어려운 하중특성을 보인다[3,4].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장을 이용한 에너지흡수부재를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하중특성을 보이며 에너지흡수부재의

Abstract The obstacle deflector sweeps obstacles off the track or absorbs crash energy with an energy absorber to

prevent derailment of a train and to minimize damage and casualties after an accident. In this study, an obstacle deflec-

tor and its operational mechanism were designed with a tension-type energy absorber and a 4-bar linkage system. Also,

a test method was suggested and verified with FEA (Finite Element Analysis) and UTM (Universal Test Machine) for

testing of the static load and energy absorbing ability according to EN 15227 regulations. Through this study, an obsta-

cle deflector that meets the EN 15227 standard was designed and a test method was suggested to adjust the collapse load

easily and to verify it experimentally according to the design and verification procedure of the obstacle d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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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장애물제거기는 선로 내 장애물에 의한 충돌사고 발생 시 장애물을 선로 밖으로 밀어내거나 에너지흡수부재

를 통해 충돌에너지를 흡수하여 열차 탈선을 방지하고 충돌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와 4절 링크를 이용하여 장애물제거기의 작동 메커니즘을 구성하여 장애물제거기를 설계

하였다. 또한 EN 15227에서 요구하는 정적강도 및 에너지흡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검증시험 방법을 고안한 뒤

유한요소해석 및 UTM (Universal Test Machine)을 이용한 성능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EN 15227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장애물제거기를 개발하였으며, 제안된 장애물제거기의 설계 및 검증 절차에 따라 붕괴하중의 조

절이 가능하며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장애물제거기, 수동적 안전, 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 4절 링크, EN 15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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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장애물제거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관련규정을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 및 정하중 시험을 통한

성능검증이 수행되었다[5]. 하지만 관련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성능검증 이후 실제 시험을 통한 검증이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시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적강도 시험 이외에 에너지흡수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수반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와 4절 링크를 사용하여 작동 메커니즘을 구성한 장애물제거기를 설계하고 EN 15227에 따

른 정적강도 및 에너지흡수성능에 대한 검증시험을 진행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하중특성을 가진 장애물제거기를 개

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와 4절 링크를 결합한 구조물에 대해 구조적, 기하학적 해석을 진행하

여 작동 메커니즘을 구성하였고, 장치의 작동에 따른 회전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검증시험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해석결과를 토대로 UTM 시험기를 이용한 성능검증시험용 지그를 제작하여 실제 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EN 15227에서 요구하는 정적강도 및 에너지흡수성능을 가진 장애물제거기를 개발하였으

며, 장치의 작동에 따라 움직임이 발생하는 장애물제거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방법을 고안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2. 장애물제거기 성능관련 규정

2.1 정적강도 및 에너지흡수능력

2.1.1 정적강도

EN 15227에 명시된 소형장애물 충돌각본에 따르면 장애물제거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장애물제거기의 충

돌판(buck)의 중앙과 중앙에서 750mm 떨어진 폭 500mm, 높이 500mm 이하의 면적에 Table 1과 같은 정하중을 각각 부과한

다. 이 때 부과되는 하중은 장애물제거기가 사용되는 열차의 운용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하중이 부과되는 동안 장애물제거기

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소성변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1]. 본 연구에서는 운용속도 100km/h 열차용 장애물제거기에 요구되

는 중앙부 정하중 120kN과 750mm 오프셋 측면 정하중 100kN을 장치의 성능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1.2 에너지흡수성능

EN 15227에서는 과도한 하중이 장애물제거기에 작동하였을 때 장애물제거기가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될 수 있

는 방향으로 변형 또는 파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흡수성능에 대한 시험을 권고하고 있다[1]. 권고사항에 따르면

에너지흡수성능 기준은 Table 1에 명시된 중앙부 정하중이 장치가 120mm 변형하는 동안 작용할 때의 에너지와 동일하며, 이

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속도 100km/h 열차용 장애물제거기에 요구되는 14.4kJ의 에너지를 에너지흡수성능의 기

준으로 설정하였다.

3. 작동 메커니즘 설계

3.1 4절 링크

3.1.1 4절 링크 기본구조 설계

작동 메커니즘을 위한 4절 링크구조는 Fig. 2와 같이 입력(input)링크와 출력(output)링크가 일정 각도 범위 내에서 회전하는

Fig. 1. Load application area for static load test [1].

Table 1. Performance requirements of obstacle deflector [1].

Operational speed [km/h] 160 140 120 100 80

Static load of 1 [kN] 300 240 180 120 60

Static load of 2 [kN] 250 200 150 100 50

Table 2. Energy absorbing requirements of obstacle deflector.

Operational speed [km/h]  160  140  120  100  80

Central static load [kN]  300  240  180  120  60

Absorbing energy [kJ]  36.0  28.8  21.6  14.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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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lever 방식[6]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열차 하부 프레임(frame)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상단에 배치한 뒤 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를 적용한 기본구조를 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장애물제거기의 충돌판(buck)이 연결된 입력링크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프레임의 고정 조인트(joint)를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고 커플러(coupler)의 이동에 따라 출력링크가 같이 회전하며 에너지흡수부재 링크가 인장하게 된다. 이 때 에너지흡수부재에

항복하중 이상의 하중이 작용할 경우 인장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며 에너지를 흡수한다.

링크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기위하여 트러스 구조물의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절점법(method of joints)을 이용하였다. Fig.

3의 0번, 1번 및 3번 조인트의 위치를 고정한 뒤 2번 조인트의 위치를 변화시키며 입력링크에 작용하는 임의의 외력에 의해 4

절 링크 및 에너지흡수부재가 받는 하중을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외력이 작용할 때 에너지흡수부재에 가장 큰 하중이 작용하

면서도 다른 링크에는 작은 하중이 작용하는 2번 조인트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장애물제거기 작동에 의한 각 링크의 움직임 및 에너지흡수부재의 길이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4절 링크에 대한 기구학적 해

석을 진행하였다. 기구학적 해석을 위해 Fig. 4와 같이 각 링크의 상대좌표계(relative coordinates)를 고려한 식 (1)[7]을 이용하

였으며, 이를 Fig. 3의 기본구조에 적용하여 4절 링크 및 에너지흡수부재로 구성된 링크 구조물의 입력링크 움직임에 따른 커

플러 및 출력 링크의 움직임과 장애물제거기 작동에 따른 에너지흡수부재의 길이 변화를 예상하였다.

(1)

3.1.2 4절 링크 구조물 상세설계

링크의 구조적, 기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작동 메커니즘을 구성할 4절 링크 구조물의 상세설계를 진행하였다. 상세설계는 4

절 링크 구조물에 가장 큰 힘이 작용하는 750mm 오프셋 측면 정하중 조건을 바탕으로 각 링크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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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double-lever 4-bar linkage structure. Fig. 3. Schematic of operational mechanism of obstacle deflector.

Fig. 4. Kinematic analysis of 4-bar linkage system with relative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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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M36 고장력 볼트로 조인트를 구성하였으며, 링크의 재료는 S45C를 사용하였다. 또한 장애물제거기 작동 시 링크

구조물간의 간섭 없이 원활한 회전운동이 가능하도록 링크의 끝단을 반원 형태로 설계하였다. 각 링크의 조인트 연결부에 하중

작용 및 장치 작동에 따른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링크 끝단 반원의 반경과 부재의 두께를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두께와 폭 등을 결정하였다. 각 링크 구조 및 전체 링크 구조물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정적강도 및 탄소성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의 수정을 진행하였다. 설계가 완료된 4절 링크 구조물은 Fig. 5와 같다.

3.2 에너지흡수부재

3.2.1 에너지흡수부재 재료선정

4절 링크의 구조적, 기하학적 해석결과와 장애물제거기의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흡수부재 재료를 선정하였다. 가장

먼저 고려한 사항은 재료의 연신율로 Fig. 6과 같이 장치의 에너지흡수성능 검증을 위한 중앙부 120mm 변위 부과시험 중 에

너지흡수부재에 발생하는 약 63mm의 인장변형 동안 부재의 파단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흡수부재는 높은 연신율

을 가져야한다. 또한 장애물제거기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내식성이 있어야하고, 재료의 수급과 가공이 용이해야 한다. 위 사

항을 고려하여 연신율이 높으면서도 내식성이 있고, 재료의 수급이 용이한 SUS 316L을 에너지흡수부재의 재료로 선정하였고,

전처리과정(post processing)을 통해 항복 이후 비교적 일정한 하중특성을 보이도록 하여 4절 링크를 이용한 작동 메커니즘의

에너지흡수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2.2 에너지흡수부재 상세설계

장애물제거기의 작동에 의해 에너지흡수부재에 인장이 발생하는 동안 부재가 가진 하중특성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

장시편 형상을 바탕으로 에너지흡수부재의 상세설계를 진행하였다. 부재 재료의 두께(20mm)를 고려하여 KS B 0801 규격의

14 B 비례 인장시편 규격[8]을 참고하였으며, 에너지흡수부재의 강성 k를 고려하여 평행부의 길이를 결정하였다. 또한 장치 작

Fig. 5. 4-bar linkage structure for operational mechanism of obsta-

cle deflector.

Table 3. Material specifications of S45C.

Yield strength [MPa]  350

Tensile strength [MPa]  570

Poisson’s ratio  0.3

Density [kg/m3] 7800

Elongation [%]  20

Fig. 6. Position of 4-bar linkage and energy absorber: before working (left); after work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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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의한 에너지흡수부재의 회전을 고려하여 머리 부분을 설계하였다. 정적강도 시험에 의해 750mm 오프셋 정하중 100kN이

장치에 작용할 때와 에너지흡수성능시험을 고려하여 에너지흡수부재의 항복하중이 140kN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해석결과와

의 오차를 고려하여 항복하중 145kN 에너지흡수부재를 추가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4. 장애물제거기 성능검증 시험

4.1 유한요소해석

4.1.1 정적강도 해석

설계된 작동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충돌판을 포함한 전체 장애물제거기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였다. 총 34,655개의 BEAM,

QUAD 및 HEXA 요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정적강도

해석을 위해 장치 중앙부에 120kN, 중앙에서 750mm 떨어진 측면에 100 kN의 정하중을 각각 부과하였다. 해석 결과는 Fig. 7

과 같으며, 해당 정하중이 부과된 상태에서 충돌판을 포함한 전체 구조물은 S45C의 항복응력인 350 MPa를 넘지 않았다. 또한

에너지흡수부재의 경우 항복하중인 140kN을 넘지 않아 100km/h 급 열차용 장애물제거기의 정적강도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해

석적으로 확인하였다.

4.1.2 에너지흡수성능 해석

본 연구에서는 120kN의 정하중이 120mm 동안 작용할 때를 가정하여 14.4kJ을 에너지흡수성능 기준으로 설정, 장치의 에너

지흡수성능을 해석하였다.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해석모델은 실제 에너지흡수성능 검증시험이 이루어질 UTM 시험기의 시험환

경을 반영하여 정적강도 해석모델을 회전시켜 장애물제거기의 충돌판이 위를 향하도록 제작하였다. 장치의 에너지흡수성능을

Fig. 7. FEA result of static load test: central static load (left); 750mm offset static load (right).

Fig. 8. FEA result of energy absorbing ability with ideal test model. Fig. 9. FEA result of energy absorbing ability with UTM t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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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장치 작동에 따른 회전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장치 중앙에 지속적으로 열차진행방향의 하중을 부과하는 이상모

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Fig. 8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상모델의 경우 장치의 회전에 대응하여 Fig. 8과 같이 하중 부

과점이 1번 에서 2번 지점으로 수직 및 수평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성능검증시험의 경우 수직이동만이 가능

한 UTM 시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중 부과점의 수평이동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UTM

시험기를 이용한 성능검증시험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UTM 시험기를 이용하여 이상모델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성능검증시험 방법을 검증하였다.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체의 수평방향 이동이 가능한 시험용 슬라이딩 지그를 설

계하였다.

4.2 성능검증시험

4.2.1 정적거동 검증시험

장애물제거기에 대한 정적거동 검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결과를 참고하여 Fig. 10과 같이 응력이 집중되는 주요

지점에 1번에서 5번 스트레인게이지를, 에너지흡수부재에는 6번, 7번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장치 중앙에 120kN의 정

하중이 작용할 때 충돌판을 포함한 링크 구조에 항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에너지흡수부재에도 항복하중 이하의 하중이 작용

하였다. 중앙에서 750mm 떨어진 장치 측면에 100kN의 정하중이 작용할 때 충돌판 및 링크구조에 항복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위치한 에너지흡수부재(6번 스트레인게이지)의 항복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험결과는 Fig. 11 및 Fig. 12

와 같다.

4.2.2 에너지흡수성능 검증시험

에너지흡수성능 검증시험을 위한 지그를 설치하여 UTM 시험기를 이용한 성능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검증시험결과는 Fig.

14와 같으며, UTM 시험기의 스위블조인트 회전각도 제한으로 90mm의 수직변위만 부과하였다. 시험결과 항복하중 145kN 에

너지흡수부재를 사용하여 90mm의 변위동안 14.4kJ 이상의 충돌에너지를 흡수하였으며, 항복하중 140kN 에너지흡수부재를 사

용하여 120mm의 변위동안 14.4kJ 이상의 충돌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Fig. 10. Location of strain gauge for static load test.

Fig. 11. Static load test for central area: test setup (left); stress value of stain gauge (right).



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를 이용한 철도차량용 장애물제거기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7년 4월) 179

4.3 성능검증시험 결과 고찰

중앙 및 측면에 대한 정적강도 시험결과의 응력-변위 선도는 3~4회 정도의 기울기 변화를 거쳐 규정된 정하중에 의한 응력

에 도달하였다. 이는 응력-변위 선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한요소해석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지그와 장

애물제거기 사이의 접촉 및 정렬 문제와 조립 공차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지그 및 시험체 사이의 정렬 문제는 대칭한

위치에 설치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의 측정값이 차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 정하중 유한요소모델 지그

Fig. 12. Static load test for 750mm offset area: test setup (left); stress value of stain gauge (right).

Fig. 13. Energy absorbing ability test with UTM: before test (left); after test (right).

Fig. 14. Energy absorbing ability test result: force-displacement (left); absorbed energy-displacement (right).



김홍익 · 김진성 · 권태수 · 정현승

18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7년 4월)

의 중심을 장애물제거기의 중심에서 약 5mm 가량 이동시켜 해석하였고, Fig. 15와 같이 대칭된 위치에 놓인 에너지흡수부재의

하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에너지흡수성능 검증시험결과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에너지흡수성능 검증시험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

한 선도는 Fig. 16과 같다. 두 선도는 최대 하중지점에서 유한요소해석 249.8kN을, 실제 시험 236.1kN으로 5.5%의 오차를 보

였으며, 충돌에너지흡수의 경우 0.8%의 오차를 보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실제 장애물제거기의 에너지흡수성능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와 4절 링크를 적용한 작동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장애물제거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EN 15227를 만족하는 정적강도와 에너지흡수성능을 가진 장애물제거기를 설계한 뒤 유한요소해석 및 시험

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장애물제거기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4절 링크와 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가 조합된 장애물제거기의 작동 메커니즘을 구성하였으며, 구조적 및 기하

학적 해석을 수행하여 이를 최적화한 뒤 장애물제거기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 완료된 장치에 대한 성능검증시험 방법

을 고안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 UTM 시험기를 통한 정적강도 및 에너지흡수성능 검증시험방법을 고

안하였다. 이를 통해 UTM 시험기를 이용한 장애물제거기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고 장애물제거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Fig. 15. Central static load analysis with misaligned jig.

Fig. 16. Comparison of energy absorbing ability test result of FEA and UTM test: force-displacement (left); absorbed energy-displace-

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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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장애물제거기 연구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성능을 보이는 작동 메커니즘을 구성하였다. 이 때 이를

이용한 장애물제거기의 소성역 진입은 인장형 에너지흡수부재의 항복응력 또는 하중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장치에 대한 유한

요소해석 및 성능검증시험을 통해 장애물제거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는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최

종적으로 정적강도 및 에너지흡수성능 검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EN 15227 규정에 따른 중앙, 측면 하중조건과 에너지흡수성

능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장애물제거기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현된 장애물제거기의 에너지흡수성능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는 장애물제거기에 대한

성능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장치의 최대 하중 이후 발생하는 하중 낙폭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흡수부재의 적용이나 작동 메커니즘의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장애물제거기의 하중특성을 보다 안정화 하고, 에너지흡수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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