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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강화된 도시철도(전동차)의 철도차량기술기준(KRT-VE-Part51-2016(R1))
의 충돌안전설계기준이 요구하는 충돌안전성에 대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동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 전동차 전두 및 중간연결기 후방에 충돌에너지흡수장치(CEM) 추가를 통해 

충돌에너지흡수 향상 개선점에 주목하였다. 접근 방법으로는 유한요소해석(FEA)으로 충돌에너지흡

수장치(CEM) 설치 전ㆍ후의 충돌압괴량, 충돌가속도 등 충돌안전도 비교ㆍ분석을 통해 충돌안전

성능 향상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충돌안전도, 연결기, 충돌에너지흡수장치(CEM), 유한요소해석, 충돌압괴량, 충돌가속도

1. 서 론 

철도차량 연결기는 열차의 출발, 제동정지, 

주행 중 속도 급변시에 발생되는 차량사이의 

전후 충격을 완화하고 승객에게 쾌적한 승차

감을 제공하며, 점차 완충 성능이 개선된 재

질 및 구조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최

근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간 충돌사고 사례

처럼 연결기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

생할 경우 현재 장착된 연결기 시스템에서는 

차체파손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FEA)으로 기존 

전동차 전두 및 중간연결기 후방에 충돌에너

지흡수장치(CEM)[1] 추가를 통해 충돌에너지

흡수장치(CEM) 설치 전ㆍ후의 충돌압괴량, 

충돌가속도 등 충돌안전도 비교ㆍ분석을 통해 

충돌안전성능 향상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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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 시뮬레이션 해석의 전체 차량 편성모

델에 적용할 연결기 특성곡선은 현 전동차 

상태를 모사할 수 있도록 Photo 1.1과 같이  

서울 7호선 링(Ring)형 고무완충기를 충돌시

험차량에 취부 하여 실제 충돌시험을 수행하

였다. 

Photo 1.1 Collision test

또한, 충돌에너지흡수장치(CEM)의 특성곡

선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최대 

평균하중이 500 kN인 흡수장치를 적용하여 

동일한 충돌시험을 수행하였고 충돌안전도 

해석은 유한요소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 ver971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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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본 연구에서 수행할 시뮬레이션 Case별 

Model 조건은 Table 2.1과 같다. Case #2의 경

우 기존 전동차 연결기 25 km/h 충돌, Case 
#3의 경우  기존 전동차 전두 및 각량의 중

간연결기 후방에 에너지흡수장치(CEM) 설치 

한후 25 km/h 충돌하는 모델이다. 철도차량기

술기준의 표준충돌사고각본에서 정한 충돌속

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able 2.1 Simulation case model 

 2.1 충돌시뮬레이션 해석

차체압괴 하중 곡선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충돌해석 시뮬레이션 결과자료[2]를 

근거로 하여 차체압괴 특성을 최대한 근접하

게 모델링 하였다.

2.1.1  충돌하중분석

Fig. 2.1과 같이 Case #2의 경우 전두차량의 

연결기 허용하중을 초과한 충돌에너지는 바

로 차체로 흡수되어 전두차량 충돌하중이 약 

1,300 kN, 후부차량 약 2,600 kN 하중에서 차

체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2.2와 

같이 Case #3은 약 500 kN 하중에서 1차로 충

돌에너지흡수장치(CEM)가 에너지를 흡수하

고 다음 차체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1 Coupler interface axial force(Case #2)

Fig. 2.2 Coupler interface axial force(Case #3)

2.1.2 충돌압괴량 분석

 Fig. 2.3은 각량의 충돌압괴량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Case #2의 경우는 

전두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차량이 압괴변형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두차량의 경우 

최대 942mm 압괴되어 Fig. 2.4와 같이 EN 
15227[3]이 요구하는 운전실 생존공간을 상당

히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기존차량에 충돌에너지흡수장치

(CEM)를 추가 취부한 경우에는 226 mm로, 

차체압괴가 현저히 완화되는 등 운전실 생존

공간이 확보되 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EN15227이 요구하는 운전실 생존공간을 일부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운전실 생

존공간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두 연결기 충돌에너지흡수장치(CEM)의 흡수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 Fig. 2.5는 7호선 2차
분 운전실 그림이며 종방향으로 약 942mm 

압괴변형 되었을 때 예상되는 공간이다.

Fig. 2.3 Crush amount of car(Case #2 : ORG, #3 : CEM)

 Fig. 2.4 Clearance zone   Fig. 2.5 Driver’s cab 



2.1.3 최대충돌가속도 분석

Fig. 2.6은 Case #2 및 Case #3의 최대 충돌가

속도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Case #2의 

경우 전두차량 최대충돌가속도가 4.1 g, 후부

차량 최대충돌가속도는 7.1 ~ 7.8 g로 나타났으

며, Case #3의 경우에는 전두차량이 3.2 g, 후
부차량인 6 ~ 8번째는 최대 1.2 g로 크게 감소

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2.6 Maximum collision acceleration values 

2.1.4 평균충돌감속도 분석

Fig. 2.7은 Case #2 및 Case #3의 평균충돌감

속도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철도차량

기술기준(KRT-VE-Part51-2016(R1)) 및 EN15 
-227 (C-Ⅱ)의 충돌안전 설계기준의 평균충돌

감속도 허용기준은 5 g이며, Case #2 및 Case 
#3의 경우 각각 최대 4.3 g 및 3 g로 모두 요

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7 Graph of average of maximum acceleration

3. 결 론

본 논문에서 기존 연결기에 충돌에너지흡수

장치(CEM)를 추가 설치하였을 경우 1차원 

유한요소 해석으로 충돌압괴량 및 충돌가속

도등을 토대로 수행한 분석결과 전두차량의 

차체압괴 완화로 운전실 생존공간 확보 등 

충돌안전도가 현저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 나타난 전두 

연결기 충돌에너지흡수장치(CEM)의 부족한 

흡수용량은 제한된 기존 연결기 센타실의 최

대압축하중을 고려해서 흡수튜브의 압괴거리 

증대를 통한 충돌에너지 흡수용량 확대 연구

와 사이드버퍼 등 추가적인 흡수장치 설치 

방법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전동차 충돌

안전도 향상에 효과적인 개선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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