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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은 일반적으로 개별 차량으로 운행되지 않

고, 여러 차량을 묶어 1편성 단위로 운행 된다1). 

연결기는 각 차량을 연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만, 현

재에는 높은 점성을 가진 고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탄성중합체(Elastomer) 등을 사용하여 운행 중 발

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사고 발생 시 차량 간 충격을 

흡수하여 차량 및 승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연결기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의 평가는 중요한 요

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도시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안

전 기준은 다음과 같다2-4).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는 공차상태의 열

차가 제동이 되어 있는 유사한 형태의 열차와 연결기

를 통하여 충돌하였을 때 차체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충돌안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완충장치의 성

능 및 설계와 같이 사고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반면에 주행 시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이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장현목 등5)은 Matlab을 이용하여 유압완충기에 대한 

이론모델을 만들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이론모델을 

검증한 후 도시철도차량 충돌조건에 대해 결과를 예측

하였다. 

맹희영 등6)은 차체의 변형까지 고려한 철도차량 충

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 km/h의 충돌에 대해 열차의 거동을 예측하였다.

이우연 등7)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시뮬레이

션에 적용하여 열차 운행 시 연결기 종류에 따른 승차

감에 대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차량의 상용 제동 패턴을 적

용하여 연결기 종류에 따른 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결기가 노후화되면 고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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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압축되기 때문에 연결기의 초기 하중이 없어진다.

이 때 연결기 종류별 차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신품완충기 종류에 따른 차량 동특성

2.1 고무완충기 모델링

도시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싱글형, 더블형, 링형 

고무완충기를 상용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8). 또한, 고무는 하중을 받을 때와 하중

이 제거될 때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히스테리시

스 현상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다.

2.1.1 싱글형 고무완충기

3가지의 고무완충기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 고무가 

압축될 때 고무의 저항력을 이용하여 완충작용을 한다. 

제작 시 초기 하중이 크게 걸려있어 작은 충격에 대해

서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팔로우 플레이트(Follower 

plate)와 드래프트 스톱(Draft stop)이 금속접촉을 하게 

되면서 충격과 소음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신품 싱글형 고무완충기에 대한 특성은 Fig. 2와 같다.

Fig. 1. (A) Mechanism about single type (B) Simulation model 
about single type.

Fig. 2. Property of single type.

2.1.2. 더블형 고무완충기

더블형 고무완충기는 Fig. 3의 (A)와 같이 2개의 고

무를 사용하여 Fig. 4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불 완충대

(No buffer zone)를 제거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작은 충

격을 쉽게 흡수 할 수 있다7).

신품 더블형 고무완충기에 대한 특성은 Fig. 5와 같다.

Fig. 3. (A) Mechanism about double type (B) Simulation model 
about double type.

Fig. 4. Description of no buffer zone of draft gear.

Fig. 5. Property of double type.

2.1.3. 링형 고무완충기

링형 고무완충기는 더블형 고무완충기와 같이 불 완

충대(No buffer zone)가 없기 때문에 작은 충격 흡수에 

용이하고, 금속 간 접촉이 없어 충격과 소음에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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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Mechanism about ring type (B) Simulation model 
about ring type.

Fig. 7. Property of ring type.

다. 또한, 링형 고무를 사용하여 전/후 방향뿐만 아니

라, 상/하, 좌/우 방향에 대한 충격 흡수 능력이 좋다.

신품 링형 고무완충기에 대한 특성은 Fig. 7과 같다.

2.2 도시철도차량 모델링

도시철도 차량을 Table 1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

하여 8량 1편성을 기준으로 모델링하였고, 차종에 따른

Fig. 8. Composition of urban railway.

Table 1. Railway Vehicle Specification

Parameters Values

Length 19,500 [mm]

Width 3,120 [mm]

Height 3,600 [mm]

TC car
Empty 23,200 [kg]

Full 43,200 [kg]

T car
Empty 18,100 [kg]

Full 38,100 [kg]

M car
Empty 23,300 [kg]

Full 43,300 [kg]

배치는 Fig. 4와 같다. 또한, 만차 중량은 도시철도차량 

기준 혼잡도 200%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2.3 동역학 시뮬레이션 조건

일반 운행 중 도시철도 차량의 평균 최고 속도인 75 

km/h에서 상용제동 또는 비상제동 조건에 대해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도시철도차량의 상용제동은 Fig. 9와 같이 7 step으

로 제동력이 작용된다. 모터차량은 초기에 공기제동이 

작동하다가 회생제동으로 바뀐 후 최종 정차 시에 다

시 공기제동이 작동된다. 각 차량의 제동패턴은 변하

지만, 전체 제동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9).

Fig. 9. Normal braking pattern (7 step).

제동 감가속도는 Fig. 10과 같이 상용제동은 2.8 

km/h/s이고, 비상제동은 3.5 km/h/s이다.

Fig. 10. Brake deceleration.

2.4 신품완충기에 대한 해석 결과

3가지 종류의 고무완충기 모델을 이용하여 차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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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및 작동 브레이크의 종류에 따라 차체에 미치는 가

속도와 승차감과 관련된 Jerk 값을 확인하였다.

Jerk는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으로 승차감 

평가에서 자주 사용된다.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철도

차량기술기준｣10)에서 Jerk 한계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차조건에서 상용제동과 비상제동 시 차체에서 발

생하는 가속도는 Fig. 11과 Fig. 12와 같고, 모든 조건

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차체에서 발생된 가속도는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FFT low pass filter 40 Hz를 사용하여 필터링한 

결과이다11).

공차조건에서 상용 및 비상제동 시 3가지 종류의 고

무완충기 모델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만차조건에서 싱글형 완충기 모델의 Jerk 결과 값이 

다른 완충기 모델에 비해 값이 크게 발생하였지만, 상

Fig. 11. Acceleration caused by normal braking in empty 
conditions (normal coupler).

Fig. 12. Acceleration caused by emergency braking in empty 
conditions (normal coupler).

Table 2. Results of simulation in normal conditions of couplers

Contents
Conditions

Max. Acc
[m/s2]

Mean. Acc
[m/s2]

Mean. Jerk
[m/s3]

Empty

Normal
braking

Single 0.9551 0.8783 0.1433

Double 0.9546 0.8783 0.1350

Ring 0.9488 0.8759 0.1286

Emergency
braking

Single 1.2833 1.1901 0.2642

Double 1.2870 1.1642 0.1892

Ring 1.2604 1.1966 0.1239

Full

Normal
braking

Single 1.0287 0.9162 0.4341

Double 0.9912 0.9096 0.1095

Ring 0.9694 0.9118 0.1353

Emergency
braking

Single 1.3232 1.2183 0.9622

Double 1.2837 1.1880 0.1855

Ring 1.2605 1.1940 0.1813

용제동의 경우 다른 완충기 모델에 비해 약 0.3 [m/s3], 

비상제동의 경우 약 0.78 m/s3 정도의 작은 값으로 다

른 종류의 연결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신품 고무완충기인 경우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

한 경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완충기 노후화에 따른 차량 동특성

3.1 노후화 완충기 특성

완충기에서 사용되는 고무는 압축되어 결합되기 때

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면서 Fig. 13과 같이 

Fig. 13. Permanent decompression of a slack rubber.

Fig. 14. Property of a rubber in slack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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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방향 영구변형이 발생하고, 완충기에 작용하던 초

기하중이 제거되면서 Fig. 14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12,13).

일반적으로 도시철도 차량은 일반 운행조건에서 약 

10~12년 주기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철도차

량 연결기의 구조상 노후화 된 완충기에 추가적인 하

중을 가하여 신품처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또

는 3년마다 실시하는 중정비에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

하는 완충기는 신품으로 교환한다.

3.2 노후화 된 완충기에 대한 해석 결과

노후 완충기 모델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3가지 종

류의 완충기 모델을 이용하여 차체 하중 및 작동 브레

이크의 종류에 따라 차체에 미치는 가속도와 승차감과 

관련된 Jerk 값을 확인하였다.

공차조건에서 상용제동과 비상제동 시 차체에서 발

생하는 가속도는 Fig. 15, Fig. 16과 같고, 모든 조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Fig. 15. Acceleration caused by normal braking in empty 
conditions (slack coupler).

Fig. 16. Acceleration caused by emergency braking in empty 
conditions (slack coupler).

Table 3. Results of simulation in slack conditions of couplers

Contents
Conditions

Max. Acc
[m/s2]

Mean. Acc
[m/s2]

Mean. Jerk
[m/s3]

Empty

Normal
braking

Single 1.2555 0.9401 22.4960

Double 1.1759 0.9389 9.3130

Ring 0.9432 0.9035 1.4500

Emergency
braking

Single 1.9140 1.2224 28.9900

Double 1.2939 1.2639 7.4540

Ring 1.3068 1.2255 2.9030

Full

Normal
braking

Single 1.1745 0.9784 8.8260

Double 1.2457 0.9567 6.8930

Ring 1.0142 0.9471 2.1150

Emergency
braking

Single 1.5468 1.2201 15.9330

Double 1.3593 1.2616 3.0411

Ring 1.2818 1.2213 1.9120

차체에서 발생된 가속도는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FFT low pass filter 40 Hz를 사용하여 필터링한 

결과이다.

신품연결기와 달리 노후화 완충기 모델에서는 완충

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조건에서 더블형과 링형의 최대 가속도 및 평

균 가속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싱글형 모델은 다른 

완충기 모델에 비해 높은 값이 발생하였다. 또한, 승차

감과 관련이 높은 Jerk 값은 공차하중 상용제동 조건에

서 싱글형 모델이 약 22.50 m/s3으로 링형 모델 약 1.45 

m/s3에 비해 최대 15배 높게 발생하였고, 더블형모델은 

9.31 m/s3으로 링형에 비해 최대 6배 높게 발생하였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차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

무완충기 종류에 따라 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하였다.

도시철도 차량이 제동할 때 발생되는 충격을 알기 

위해 도시철도차량에서 사용되는 7 step 상용제동과 비

상제동 조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신품 

고무완충기 모델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3가지 완충기 

모델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고무완충기가 노후화되면, 고무가 압축방향 영구변

형이 발생하여 초기 응력이 사라진다. 초기 응력이 사

라진 노후화 고무완충기 모델을 이용하여 3가지 완충

기 종류에 대해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든 조건

에서 더블형과 링형의 최대 가속도 및 평균 가속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싱글형 모델은 다른 고무완충기 

모델에 비해 높은 값이 발생하였다. 또한, 승차감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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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Jerk 값은 공차 하중 상용제동 조건에서 싱글형 

모델이 약 22.50 m/s3으로 링형 모델 약 1.45 m/s3에 비

해 최대 15배 높게 발생하였고, 더블형 모델은 9.31 

m/s3으로 링형에 비해 최대 6배 높게 발생하였다. 

현재 도시철도 차량들이 오래되면서 고무완충기 또

한 노후화되었다. 고무 완충기가 노후화 되었을 때, 싱

글형은 더블형과 링형에 비해 승차감이나 차체에 미치

는 충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노후화 된 완충기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운행 

중 크고 작은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한다. 특히, 싱글형 

완충기의 경우 다른 종류의 완충기에 비해 진동 및 충

격이 크게 발생하여 최근 노후화 된 싱글형 완충기를 

더블형이나 링형 완충기로 대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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