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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철도차량은 운행 특성상 역간 거리가 짧아 정차 횟수가 많아 제동 및 급가속이 빈번하여 

차량 간 충격에 의해 승차감 및 전자부품 오작동의 원인이 발생한다.[1]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차량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완충기 종류에 따른 F-D Curve 및 차체가속도를 확인하여 고무완충기 

종류별 성능에 따라 차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완충기의 종류는 현재 많이 사용되는 고무 

완충기(Single Type, Double Type, Ring Type)를 모델링하였다. 다물체 동역학 소프트웨어인 

SIMPACK으로 해석 후 차체 가속도와 F-D Curve를 확인 한 결과 Single Type 모델이 Pre-load 

값이 크기 때문에 차량 사이에서 충격 에너지 흡수가 미흡하여 차체가속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Double Type, Ring Type 모델이 더 차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SIMPACK, 고무완충기, Single Type, Double Type, Ring Type, 동역학, 히스테리시스

1. 서 론

 도시철도차량에서는 현재 세 종류의 고

무완충기를 사용 하고 있다. 고무완충기 

종류에 따라 차량과 차량사이의 중간연결기에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 동역학 소프트웨어 

SIMPACK을 사용하여 세 종류의 고무완충기의 

성능이 차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본 론

2.1 도시철도차량 고무완충기

2.1.1 고무완충기 종류별 특성 및 모델링

도시철도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종류의 고무완충기 및 차량 모델링에 다물체 

동역학 소프트웨어 SIMPACK을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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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는 하중을 받을 경우와 제거 될 경우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다.[2]

고무 완충기 모델링 및 특성은 아래 

Fig.1과 같다.

 

  

Fig. 1 Dynamic modeling of rubber draft gear by SIMPACK 

and property of single, double, r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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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도시철도차량 모델링

도시철도차량 모델링은 아래 Fig.2 와 같이 

8량 1편성으로 모델링하였다. 

Fig. 2 Dynamic modeling of railway vehicle by SIMPACK  

2.1.3 동역학 시뮬레이션 조건

차량의 운행은 아래 Fig.3 과 같이 총 

2번의 제동을 통한 운행으로 2차례의 변화를 

주었다.

Fig. 3 Running speed

2.2 해석결과

2.2.1 가속도

고무 완충기별 차체가속도 해석결과는 아래 

Fig.4 와 Table.1을 보면 Single Type같은 

경우 초기 하중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충격에 

대해 흡수 능력이 떨어져 순간적으로 차체를 

때리며 크게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 Acceleration by type of rubber draft gear  

Table 1 Maximum acceleration by type of rubber draft gear

2.2.2 F-D Curve

고무 완충기별 충격 흡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F-D Curve를 확인 하였다. 결과는 Fig. 5와 

같다.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Single 

Type 같은 경우에 F-D Curve 면적을 보면 

초기 하중이 커서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에너지 

흡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4 F-D Curve by type of rubber draft gear  

3. 결 론

해석 결과를 통하여 Single Type 

완충기의 성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하였기 때문에 Single Type 완충기를 아직 

사용하고 있는 전동차들 같은 경우 Double 

, Ring Type 완충기로 교체 작업을 하면 

승차감 및 차량 부품 오작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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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대 가속도 []
Single 4.97
Double 2.905

Ring 2.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