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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upling systems under train’s collision should take the impact by absorbing the impact energy caused from the collision, so 
the systems are very important parts for the safety of the trains. However, it is not eas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because 
it requires a huge testing facility, which is able to control the impact and to handle many safety issues. In this paper, test results are 
provided, which are obtained from collision tests of a single train having a coupling system in the front, and the results are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ynamic behaviors of energy absorbing materials in the coupling system, such as a 
hydraulic buffer, and two rubber buff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force of each component could be empirically described by the 
compression displacement and velocity. The analyzed results will be applied to simulation models, and advanced studies wouuld be 
available if the simulation models are well validated with th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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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연결기용 완충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철도 연

결 시의 크고 작은 충격을 견디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기치 않은 충돌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에너

지를 최대한 흡수하여 그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과거, 고무만을 이용한 연결기용 완충기로

는 사고 시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압장치나 마찰력을 이용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고용

량 완충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1,2). 그러나 큰 에너지

를 흡수할 수 있는 철도 차량의 연결기용 완충기의 개

발에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는 연결기를 설계할 

때, 완충기를 실제 철도 차량 구성에 맞게 적용하여 충

돌 시험을 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그 성능을 예

측하는 기법이 유효하나, 완충기를 구성하는 고무, 유

압 장치 등이 수학적 모델로 구현되어 잘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완충기 자체만의 성능 시험

을 통해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

레이션 모델을 구성하는 기존 연구도 있었다3,4). 그러

나 국내에서도 충돌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해당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고 있어, 국외에서 주로 수행되던 충돌 시험을 향 

후, 국내에서 수행하고 이를 해석하여 신뢰도 높은 모

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시험과 해석, 모
델 개발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

가 있다. 시험을 통해 검증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시스

템의 비교 평가 및 시스템 최적화 등, 다양한 설계 과

정에서 활용될 수 있어 연결기용 완충기의 개발 속도

를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의 TUV사에서 진행된 철도 연결기용 



김남욱⋅박영일

Journal of the KOSOS, Vol. 31, No. 1, 201634

완충기의 충격 시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정리한 

논문으로, 시험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비록, 본 논문에서 

철도 완충기의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 기법

을 제시하거나 시험 결과를 이론 모델과 비교 분석하

는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 수행하

는 해석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이론 모델 개발 및 검증, 그리고 연결 차량의 충

돌 시스템 구성 및 완충기의 성능을 최적화 하는 작업

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험 수행 방법

과 그 결과를 논문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유용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면 본 논문의 의미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철도 차량의 충돌 시험 구성

철도 차량의 충돌 시험을 계획하기 위해 기본적인 

완충기의 구성 요소에 따른 성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충돌 속도를 결정하여 시험

을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유압 장치를 포함한 연결

기용 완충기의 구성과 함께, 시험 조건을 어떠한 방법

으로 결정 하였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2.1 완충기의 구성 요소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연결기용 완충기는 충돌 차량 

쪽 고무 완충기, 유압 완충기, 연결부, 그리고 반대 고

정부 쪽 고무 완충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에너지 흡수는 연결부

를 제외한 양쪽의 고무 완충기와 유압 완충기 이렇게 

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Fig. 1은 고무 완충기를 보여

주고 있고, 내부에 연결된 환형 고무 완충장치가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쪽에 부착된 고무 완충기는 동일한 형상으로 구

성된다. 한 편, 유압 완충기는 다음 Fig. 2와 같은 형상

으로 구성된다. 

Fig. 1. A buffer system attached on both sides, which connects 
a coupler module or a hydraulic buffer to the train body.

Fig. 2. A hydraulic buffer located between two rubber buffers.

Fig. 3. The connecting system used in the tests. A system 

attached on the wall has a hydraulic buffer and a rubber 

buffer and the moving train has only a buffer. 

설명된 세 개의 에너지 흡수 장치는 연결부와 함께 

다음 Fig. 3과 같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전체 연결기용 

완충기로 구성되고 해당 시스템이 본 논문에서 소개되

는 충돌 시험에 사용되었다.
시험에서는 철도 차량이 초기 속도를 가지고 달려오

다가 벽에 설치된 완충 시스템과 충돌 순간에 결합을 

하면서 각 완충장치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를 측정하고

자 하였는데, 철도 차량은 Fig. 3의 왼쪽 편에 있는 시

스템, 즉 고무 완충기와 연결부가 설치되어 있고, 벽에 

설치된 완충 시스템은 고무 완충기와 유압 완충기, 그
리고 연결부가 차례로 결합되어 직렬로 구성되었다.

2.2 충돌 시험의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돌 시험은 정해진 초기 속

도를 가지고 달려오는 철도 차량이 연결기용 완충기를 

사이에 두고 벽에 충돌하면서 생기는 완충기의 거동을 

측정하도록 계획되었다. 충분한 성능 검증을 위해, 시
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연결기용 완충기의 흡수 에너

지를 고려하여 해당 연결 장치들을 성능을 최대한 평

가할 수 있는 철도 차량의 무게와 초기 속도를 산정하

였다. 하지만 시험에 사용되는 유압 완충기에 대한 특

성 곡선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에 개발되었던 유사한 

유압 완충 시스템의 특성 곡선을 적용하여, 시험에 적

용 가능한 철도 차량 무게를 산출하고 이를 충돌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 완충 장

치의 에너지 및 최대 충격힘을 다음 Table 1과 같이 얻

었다1).
Table 1의 해석 결과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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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mulation results calculated based on buffer system 

properties. The characteristics are assumed based on generic 

properties of the rubber buffer and the hydraulic buffer

Impact 
speed 
(km/h)

Vehicle 
mass

(t)

Energy absorbed (kJ) Peak Load
(kN)Rubber Hydraulic Total

2 80 2.66 9.68 12.34 165

3 80 7.24 20.56 27.8 461

4 80 11.82 37.58 49.4 757

5 80 16.4 60.76 77.16 1053

5.5 160 18.69 167.31 186 1201

Table 2. Test conditions for the impact performance. Initial 
speed values and vehicle masses are changed according to 

expected impact energy

Vehicle mass (t) Initial speed (km/h)

80 2, 3, 4, 5, 6

160 3, 4

나 다소 작은 흡수 에너지와 충격힘을 가질 것으로 예

측되는 유압 완충기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이고, 본 

연구에서 적용된 새로운 유압 완충기 시험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해당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충돌 속도와 무게의 조합을 결정하

여 실제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에 적용된 조합에 따라 총 7번의 충돌 시험이 

수행이 되었으나 80 t 시험의 초기 속도 5 km/h의 경우

는 시험 신호의 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논문에서는 배제되었다.

2.3 시험 측정 방법

물리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힘, 변위, 속도 등

을 측정하여 시스템의 특성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위나 속도에 비해 힘을 측정하는 것은 

힘이 전달되는 경로에 센서를 삽입해야 정교한 힘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위나 속도에 비해 그 측정

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시험의 경우에도 힘의 측

정에 있어, 압력 센서를 달리는 철도 차량에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Fig. 4와 같이 벽에 전달되는 힘만을 

측정하도록 했다.
변위를 측정에 있어, 철도 차량에 설치된 고무 완충

기의 변위, 벽 쪽에 설치된 고무 완충기의 변위, 그리

고 벽 쪽에 설치된 고무 완충기와 유압 완충기의 합산 

변위를 측정하였다. 이는 유압 완충기의 변위만을 측

정하기 위한 변위 계측기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직렬로 연결된 두 장치의 합산 변위를 측정하고 후처

Fig. 4. A photo with descriptions of the buffer system and the 
sensors installed for measurements.

리에서 고무 완충기의 변위를 차감하여 유압 완충기의 

변위를 계산하였다. 실제 이 밖에도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측정하였고, 차량에 가속도계가 설치되어 각 

완충 장치의 변위로부터 얻은 값이 실제 가속도를 두 

번 적분하여 얻은 변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데 활용

하였다.

2.4 시험 결과의 후처리

신호의 후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하였

다. 먼저 유압 완충기의 변위 신호를 얻기 위해 벽에 

부착된 완충 시스템의 총 변위에서 고무 완충기의 변

위를 빼서 유압 완충기의 변위를 얻었고, 신호의 노이

즈를 제거하기 위해 Low pass filter를 사용하여 각 변

위 및 힘 신호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된 

가속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변위 측정기의 신호를 

검증하고 충돌 속도를 계산하여 시험 설계 값이 잘 적

용이 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시험에 사용된 변위 측정계의 경우 장력이 걸

려 있는 선의 실제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양단의 변위

차를 측정하는 계측 원리를 가지고 있다. 시험 결과에

서 고주파의 노이즈가 발생하였는데, 장력을 가진 계

측기 선의 고유 진동수 혹은 신호 수집기의 노이즈에 

의한 영향이라 판단하여 Low pass filter를 사용하였고, 
필요한 cut off 주파수를 얻기 위해, 얻어진 모든 신호

의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예. Fig. 5).
주파수 분석 결과 모든 벽 쪽에 설치된 측정 장치에

서 얻어진 신호에서 240 Hz의 배수 영역의 일정한 

peak response가 검출되었다. 결과 해석 초기에 해당 주

파수 특성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이는 해당 주

파수가 벽 쪽에 설치된 고무 완충기와 유압 완충기 사

이에 있는 질량의 고유 진동수와 유관할 수 있다는 가

정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동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스템의 예측 고유 진동수와 거리가 멀고, 철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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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 example of power spectrum of signals obtained 
from a test. The signals have unexpected peak frequency at 

240 Hz, but it seems that the response comes from the signal 

noise or the natural frequency of the measurement devide. 

The results are obtained when the initial speed is 6km/h and 

the mass is 160 t.

Fig. 6. Filtered signals for displacement results. Because the 
rate of displacement is calculated based on the displacement, 

it needs to smooth the signals.

의 변위에서는 해당 특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벽 쪽

에 설치된 합산 변위에 해당 주파수가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 해당 주파수 응답은 신호 수집기의 노이즈 혹

은 변위 측정 장치의 고유 진동수에 의한 영향으로 결

론 내려졌다. 따라서 240 Hz 이상의 고주파 영역의 신

호를 제거하여 Fig. 6과 같이 신호를 개선하였다.
한 편, 변위로부터 얻은 신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된 가속도계의 신호를 적분하고 초

기 속도와 초기 변위를 추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7. Calculated displacement from the acceleration and 
summation of the displacements of the buffer device. 

이는 완충 장치의 결합 이후, 각 완충 장치의 변위의 

합산과 가속도로부터 도출된 철도 차량의 이동 변위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초기 속도를 검증하기 위해 차량에 부

착된 가속도계에서 얻어진 값을 적분하여 초기 속도와 

이를 다시 적분한 값으로 초기 위치를 추정하였다. Fig. 
6는 이렇게 추정된 철도 차량과 벽 사이의 거리와 실

제 각 완충 장치의 압축 거리의 합을 비교한 결과이다. 
실제 검증 과정에서 인장 시, 수치적인 에러 혹은 측정

치의 에러로 인해 그 경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압축 시에 가속도계

에서 얻어진 값으로 추정한 차량과 벽 사이의 거리와 

세 구성 요소의 변위의 합이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어 

얻어진 변위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다.
해당 시험 결과 처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

로 향 후 시험에서는 변위를 측정하는 계측 장비를 다

른 종류로 교체하여 실제로 미세하게 진동하는 완충 

시스템의 거동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얻을 필요

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 충돌 시험 결과

소개된 해석 기법을 바탕으로 각 시험에서 얻어진 

변위, 힘 신호를 필터링을 통해 개선시키고 변위를 바

탕으로 각 완충 장치의 압축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변위 신호에서 속도 신호를 얻는 것은 수

치적으로 안정하지 않은 기법이기는 하지만, 유압 완

충기의 경우 속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변위에

서 속도를 얻어 이를 해석의 입력 값으로 활용하였고, 
이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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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위 및 힘의 결과, 그리고 변위와 

힘 사이의 관계를 보이고자 한다.

3.1 시험 결과: 시간에 따른 변위와 힘

기본적인 유압 완충기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

에 따른 각 완충 장치의 변위와 힘을 다음 Fig. 8과 같

이 나타내었다.
Fig. 8에서 유압 완충기는 완충 시스템에 힘이 작용

하자마자 압축이 시작된다. 거의 시차 없이 고무 완충

기와 유압 완충기가 압축이 되기 시작하여 고무 완충기

가 먼저 최대 압축 정점에 도달하고 이어서 유압 완충

기가 최대 압축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고무 완충

기가 최대 압축 위치에 도달하는 상황이 되면 Fig. 8에
서 보는 것처럼 고무 완충기는 더 이상 압축할 수 없고, 
이 후 부터는 유압 완충기가 모든 충격을 흡수한다.

Fig. 8. Displacements of the three components and force 
applied to the wall. The hydraulic buffer starts to be 

compressed as soon as the force is applied to the buffer. The 

results are obtained when the impact speed is 2.9 km/h.

Fig. 9. Displacements and force when the initial speed is 6.1 
km/h. The rubber buffer reaches to the maximum displacement, 

since then, all energy is absorbed in the hydraulic buffer.

이러한 경향은 자연히 시험 조건의 초기 속도 및 차

량의 전체 질량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로 높은 충돌 속

도에서 얻어진 Fig. 9의 경우 0.7초 이 후에는 고무 완

충기의 변위와 전달력이 0에 도달하는데 이 시점에서 

연결부가 분리되고 유압 완충기가 저항 없이 이완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시험 결과: 변위와 힘의 관계

시간에 따른 힘과 변위는 완충 시스템의 거동을 설

명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실제 완충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완충 장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위나 속

도에 따라 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Fig. 10은 초기 속도에 따른 각 완충 장치의 힘을 

변위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무 완

충기와 유압 완충기의 힘이 변위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고무 완

충기와 유압 완충기의 경우 그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

Fig. 10. Force-displacement curves for all three components 
according to different initial spee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nents can be analyzed based on the force-displacement 

curves. Vehicle mass is 80 t for all the four tests. The last 

figure has a different range of the force, whereas the first three 

have the sam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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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force-displacement curve when the vehicle mass is 
160 t and the initial speed is 4.3 km/h.

적 모델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다6). 본 논문에서 얻어진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되는 모델들의 물리적 파라

미터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수치적 모델

을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논의는 다음 장에

서 좀 더 깊게 다루어질 것이다. 한 편, 유압 완충기의 

경우 압축될 수 있는 최대 변위에 근접하면 다른 양상

의 힘의 거동이 나타난다. 시험조건 중에서 두 개의 차

량을 연결하여 160 t의 중량을 만들고 이를 4.3 km/h 
의 속도로 충돌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해석 결과는 

Fig. 11에 나타나 있다.
Fig. 11에서 철도의 중량이 160 t으로 증가하면 80 t 

일 경우에 비해 훨씬 큰 충격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그림에서처럼 유압 완충기 역시 기존의 경향과 

다른 힘의 변화가 관찰되고, 급격하게 힘이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최대 압축 변위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본 장에서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완충 장치

의 거동을 보여주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

에서는 향 후 시뮬레이션 해석 혹은 모델 파라미터 추

출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해석 결과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5).

4. 시험 결과의 해석

유압 완충기와 고무 완충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해, 시험 결과를 해석하여 각 완충장치의 힘이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

에서는 수치적인 방법으로 시험 결과를 재현하여 향 

후 시뮬레이션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해석 

결과를 제시한다. 

4.1 유압 완충기의 시험 결과 해석

유압 완충기의 경우 Table 2에 제시된 7건의 해석 결

과 중,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얻어지지 않은 80 t, 5 
km/h 조건을 제외하고 모든 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수

치적인 모델을 구성하였다. 유압 완충기의 경우는 변

위와 그 압축 속도에 의존하여 그 힘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여, Fig. 12와 같이 변위, 속도에 따른 힘의 수치

적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 
해당 결과의 Normalized Root Mean Square Deviation 

(NRMSD) 값은 0.17%로 수치적으로 얻어낸 유압 완충

기 완충 모델이 실제 시험 결과를 잘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 힘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는 저속 충

돌 결과 4개 만의 NRMSD 값을 계산하면 적용되는 데

이터의 최대 최소값의 차이가 줄어들어 4개에 대한 

NRMSD은 4%로 산출된다.

Fig. 12. A numerical model obtained from the test results. 

4.2 고무 완충 연결부의 시험 결과 해석

유압 완충기의 경우와 같이 고무 완충기의 해석도 

가능한 수치적으로 얻고자 하였다. 고무 완충 장치 모

델의 경우 다양한 모델이 shear deformation과 axial 
deformation에 따라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해석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치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고무 완충장치의 해석은 압축 단계와 이완 단

계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Fig. 13에
서 볼 수 있듯이 압축 단계에서는 힘이 변위에 의존하

는 반면 이완 시에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특히 이완 시에는 변위에 대한 힘의 변화율이 

전달력과 관계가 있음을 시험 결과를 관찰하여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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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ll test results for the rubber buffer according to 
operating mode. Blue lines show the force under compressing, 

and red lines show the behaviors under releasing.

Fig. 14. A fitted curve for rubber buffer test results, which is 
only effective when the rubber is shrinking. 

였고, 이를 해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Fig. 13에
서 볼 수 있듯이 고무 완충장치가 압축을 할 때, 힘은 

주로 압축 변위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얻은 6개 시험 결과를 하나의 그래프에 

옮겨 Fig. 15에 있는 fitted curve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해당 결과의 NRMSD의 값은 1.0%으로 매우 근사한 

값으로 시험 결과를 추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이완 시의 고무 완충장치 해석은 얻어진 시험 결과

를 추종하는 수치적인 모델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exp (1)

실제, 고무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성 방정식들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7,8), 해당 모델을 가정한 이유는 시

험 결과를 관찰했을 때, 변위에 대한 힘의 변화율이 실

제 전달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수식 (2)를 바탕으로 근사식을 

위한 선형식을 추가하여 수식 (1)을 구성하였다. 




  (2)

수식 (1)의 모델을 바탕으로 이완 시의 결과를 해석

하면 다음 Fig. 15와 같다.

Fig. 15. fitted curves for forces of rubber buffers when they 
are extended from the compressed positions.

그러나 해당 모델의 경우 각 curve를 만족하기 위한 

계수의 값이 변위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를 완전히 일반화하는 수치적 모델을 얻지는 못하였다. 
다만, 각 curve를 구성하는 계수의 값들이 이완이 시작

되는 초기 변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 향 후 시뮬레이션 적용에 있어, 단일

한 계수 값과 이완 초기 조건에 따른 경향을 분석한 계

수를 입력한 해석 결과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실제 고무 완충기의 경우, 압축 시의 힘 해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개의 차

량이 연결되어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완 시의 거동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적인 시험 결과를 얻어 이

완 시에도 힘을 추종할 수 있는 수치적인 모델을 완성

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연결기용 완충

기 모델이 구성되면 철도 차량은 동적 모델링과 연동

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9,10) 

5. 결 론

본 논문은 철도 차량 연결기용 완충기의 시험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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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새로운 완충

기의 모델이나 해석 기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현실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철도 충돌 시험의 실

제 시험 결과와 이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기법들을 소

개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이 향 후 시험을 계획하고 

이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

의 설계 및 시험의 구성뿐 아니라 시험 해석을 통해 유

압 완충기가 힘이 속도와 변위의 함수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였고, 고무 완충장치의 힘 역시, 
변위의 함수로 일정 수준까지 근사화할 수 있음을 보

였다. 향 후, 관련 연구는 추가적인 시험 결과의 해석

과 함께 해당 결과를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하여 그 

해석 결과를 시험 결과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해석이 신뢰성을 얻게 되면, 완충기

의 특성을 적용하여 다량의 열차가 연결된 시스템의 

충돌을 모델을 통해 해석하여 에너지 흡수 및 최대 전

달력 등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을 통해 검증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연결기용 완충기의 평가 혹은 설계 

최적화 등의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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