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서울시 도시철도는 1~4호선의 경우 10량 1편성, 5~7

호선 8량 1편성, 그리고 8호선의 경우 6량 1편성의 고

정된 편성으로 운행 중이다.

하지만 9호선의 경우 초기 4량 1편성으로 운행 중 

수요예측 실패 및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현재 4량 1편

성에서 6량 1편성으로 증량이 진행 중이며, 경의중앙

선의 경우 4량 1편성 열차와 8량 1편성 열차가 혼용 

운행 중이다.

서울시 3호선의 경우는 개통부터 현재까지 10량 고

정편성으로 운행 중이며 일일 약 398회 운행을 통해 

약 897천명을 수송하고 있는 상황이다1). 하지만 3호선

의 최대혼잡도는 중량전철 건설기준인 150%와 비교하

여도 140.2%로서 낮은 수준이며 출퇴근 시를 제외한 

경우 더욱 낮은 상황이다. 또한, 향후 GTX-A 개통 등

으로 인하여 3호선에 대한 수요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8량 및 6량 1편성의 혼용운영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3호선의 신호시스템은 현재 ATC방식의 수동운전이

지만 ‘23년을 목표로 도입예정인 ATO시스템에서는 10

량 및 6량의 혼용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3호선 전동차의 경우 고무완충기의 작은 완충성능으로 

인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의거한 현재의 충돌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CEM(Crash Energy Management) 및 

Side buffer등 추가적인 에너지 흡수장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무완충기가 적용된 기존전

동차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장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양

한 가변편성 조건에 따른 충돌안전성 검증을 통한 철

도차량 개조관련 선행연구로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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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tried to derive the most severe scenario and its critical 
speed by 1-D collision simulation with a variable formation vehicl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hange of demand in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 3, which is operated by 
fixed arrangement. After establishing various collision scenario conditions, the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the wheel and the rail was evaluated as 0.3, which is considered to 
be severe. As a result of analysis according to all scenarios, the most severe scenario 
conditions were confirmed by comparing rubber shock absorber performance and 
vehicle collision deceleration. In addition, a typical wheel-rail friction coefficient was 
derived through accident cases, and the analysis was performed again and compared.
Finally, the criterion of the critical speed in the condition of the friction coefficient of the 
normal wheel - rail condition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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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등2)은 도시철도차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

무완충기 종류와 노후화에 따라 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정현승 등3)은 2호선 상왕십리역에

서 발생한 전동열차 충돌사고에 대하여 사고재현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진성 등4)은 충돌

시험을 통해 유압 완충기의 시험기반 특성 맵을 추출

하는 방법 대신 유압 완충기의 상세한 이론 모델로부

터 완충기의 이론기반 특성 맵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

으로 충돌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이에 대한 타당성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전동차를 활용한 가변편

성 운행조건에 따른 충돌안전도평가 관련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호선에서 10량 고정편성으

로 운행 중인 VVVF 전동차(2008년 제작)를 대상으로 

가변편성 운행 시 6량, 8량 편성열차와의 충돌사고에 

따른 1차원 충돌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가장 가혹한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현재 적용된 고무완충기의 성능

한계에 따른 임계속도 확인 및 설계적합성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2. 가변편성 시나리오에 따른 충돌해석 

2.1 연결기 특성곡선

3호선 VVVF 전동차에 적용된 연결기는 전두연결기

와 중간연결기 모두 EFG2형 연결기로서 특성곡선은 

Fig. 1과 같다.

Static Dynamic

Fig. 1. Static/dynamic properties of the EFG2.

2.2 가변편성을 고려한 충돌 시나리오

Fig. 2와 같이 10량 1편성의 차량구성은 5M5T조건

(TC1 + M1 + M2 + T1 + M2 + T2 + T1 + M1 + M2 

+ TC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량 1편성은 4M4T조건

(TC1 + M1 + M2 + T2 + T1 + M1 + M2 + TC2), 그리

고 6량 1편성은 3M3T조건(TC1 + M1 + M2 + T1 + 

M2 + TC2)으로 구성하였으며 충돌조건을 고려한 각 

차종별 질량조건과 충돌시나리오는 Table 1, 2와 같다.

Fig. 2. Variable formation of the line 3 EMU.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line 3 EMU 

Parameters Values

Length 19,500(mm)

Width 3,120(mm)

Height 3,600(mm)

TC1 Car 35.82(ton)

M1 Car 36.19(ton)

M2 Car 42.21(ton)

T1 Car 29.47(ton)

T2 Car 33.78(ton)

TC2 Car 35.73(ton)

Table 2. Collision scenario

Scenario Components

1 10 cars(moving) - 10 cars(standing)

2 10 cars(moving) - 8 cars(standing)

3 8 cars(moving) - 10 cars(standing)

4 10 cars(moving) - 6 cars(standing)

5 6 cars(moving) - 10 cars(standing)

6 8 cars(moving) - 8 cars(standing)

7 8 cars(moving) - 6 cars(standing)

8 6 cars(moving) - 8 cars(standing)

9 6 cars(moving) - 6 cars(standing)

2.3 충돌조건 및 편성열차 1차원 모델링

3호선 기존전동차의 제작당시 연결기에 대한 국내

의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다5).

“도시철도차량은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

는 공차상태의 열차가 제동이 되어있는 유사한 형태의 

열차와 연결기를 통하여 충돌하였을 때 차체에는 손상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3호선 차량의 경우 제작 당시의 충돌속

도 기준인 5 km/h의 상대속도를 적용하였으며 휠-레일

간의 마찰계수조건은 일반적으로 가혹한 조건인 0.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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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시나리오 조건에 맞는 편성열차

의 모델링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사용하여 

차량모델, 연결기 및 완충기 모두 1차원 비선형 빔 요

소로 모델링하였다6). 

2.4 시나리오에 따른 해석결과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해석결과, 이론적 운동에너지

와 해석결과의 전체에너지가 오차범위 이내를 만족하

였으며 정지편성열차의 제동상태(마찰)로 인하여 주행

편성열차에서 보다 높은 충격력과 가속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주행편성열차에서는 전두연결기를 시작으로 충돌에너

지를 흡수하며, 후방으로 충돌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Table 3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해석결과 

시나리오 1, 2, 3, 4, 6에서는 최대충격력이 선두차가 

아닌 후위차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이외의 시나리오에

서는 선두차에서 최대충격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대

충돌감속도는 모두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해석결과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은 시나리오 1로 

평가되며 그 결과는 Table 4, Fig. 3~6과 같다. Fig. 4는 

주행편성열차의 시간에 따른 충격량을 나타내는 것이

며 선두차의 최대충격력은 약 582.3 kN을 확인하였으

며 주행편성차량에서 발생한 가장 큰 충격력은 9번째 

차량에서 약 636.1 kN으로 확인되었다.

시나리오 1의 해석결과 연결기시스템의 성능은 만

족하지만 전동차 제작기준5)(센터실 허용압축하중 490 

kN)은 만족하지 못하는 과도한 충격력이 확인되었다. 

Table 3. Analysis result of the collision scenarios

Scenario Components Max. force
[kN]

1st. car
max. force

[kN]

Max.
deceleration

[m/s2]

1 10 cars(moving) - 
10 cars(standing)

636.1
(9th moving car)

582.3 15.1

2
10 cars(moving) - 
8 cars(standing)

636.0
(9th moving car) 582.3 15.0

3
8 cars(moving) - 
10 cars(standing)

584.0
(7th moving car) 582.3 15.0

4 10 cars(moving) - 
6 cars(standing)

623.7
(9th moving car) 582.3 15.0

5 6 cars(moving) - 
10 cars(standing)

582.3
(1st moving car) 582.3 15.0

6 8 cars(moving) - 
8 cars(standing)

584.0
(7th moving car)

582.3 15.1

7 8 cars(moving) - 
6 cars(standing)

582.3
(1st moving car)

582.3 15.0

8
6 cars(moving) - 
8 cars(standing)

582.3
(1st moving car) 582.3 15.0

9
6 cars(moving) - 
6 cars(standing)

582.3
(1st moving car) 582.3 15.0

Table 4. Analysis result of the collision scenario 1

Interface Stroke
(mm)

Force
(kN)

Max. Acc
(m/s2)

Energy 
absorption

(kJ)

Energy 
dissipation

(kJ)

Standing
Car

1 2.4 17.7 0.2 0.1 0.1
2 5.2 36.0 0.2 0.1 0.1

3 8.7 61.4 0.8 0.3 0.2

4 12.4 85.0 1.7 0.5 0.5
5 19.8 139.9 2.8 1.4 1.3

6 27.7 196.8 4.0 2.7 2.7

7 32.2 255.4 3.9 3.7 2.7
8 38.3 344.0 5.7 5.5 4.0

9 44.2 454.7 12.6 7.9 5.9
Front-end
Coupler 10 47.6 582.3 15.1 10.9 8.3

Moving
Car

11 47.4 566.7 8.5 9.5 6.9
12 47.5 572.7 8.7 9.5 6.9

13 47.5 576.2 10.0 9.5 6.9

14 47.7 588.1 9.0 9.7 7.0
15 48.0 608.2 9.3 9.8 7.0

16 47.7 585.1 10.5 9.6 7.0

17 47.7 587.2 11.8 9.7 7.0
18 48.4 636.1 13.8 10.1 7.1
19 44.8 464.4 13.7 8.1 6.1

Fig. 3. Energy balance of the scenario 1(moving unit, μ=0.3, 
v=5 km/h).

Fig. 4. Force-time result of the scenario 1(moving unit, μ=0.3, 
v=5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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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x. deceleration of the scenario 1(1st car of the moving 
car).

Fig. 6. Front-end coupler result of the scenario 1(1st car of 
the moving car).

또한 선두차 대비 후위 9번째 차량에서 가장 큰 충

격력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주행편성열차의 전두연결

기를 시작으로 충돌에너지를 흡수하며, 차량사이의 연

결기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며 후방으로 충돌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과도한 마찰계수조건에 기인한 것으

로 추정된다.

3. 마찰계수를 고려한 임계속도 평가

3.1 사례를 활용한 휠-레일 마찰계수

일반적으로 휠-레일간의 마찰계수는 접촉환경(수분, 

속도, 하중)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0.3이외의 다른 

조건의 마찰계수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해석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휠-레일 접촉면의 다양한 환경특

성에 따라 마찰계수는 작게는 0.1이하, 크게는 0.3이상

까지도 평가되고 있다7).

따라서 실 사례를 기반으로 마찰계수를 평가하고자 

2014년 상왕십리 구내에서 발생된 충돌사고 관련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마찰계수를 

추정해 보았다8).

당시 후행열차는 약 68 km/h로 주행 중 정차중인 선

행 열차를 발견하고 제동을 체결하여 약 127 m를 이동

하였으며, 충돌 시 속도는 약 15 km/h로 조사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후행열차는 제동 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제동에 의한 마찰은 쿨롱의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인 마찰계수는 0.136으로 평

가된다.

3.2 시나리오 1의 재해석(μ=0.136)
앞서 평가했던 시나리오 1조건을 마찰계수만 0.136

으로 변경한 해석결과 시간에 따른 충격량은 Fig. 7과 

같으며 최대충격량은 선두차량에서 약 515.1 kN으로 

확인되었다. 

Fig. 7. Force-time result of the scenario 1(moving unit, μ
=0.136, v=5 km/h).

Fig. 8. Force-time result of the scenario 1(moving unit, μ
=0.136, v=4.9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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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결기시스템의 성능기준(700 kN)은 만족하지

만 전동차 제작기준(센터실 허용압축하중 490 kN)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이며 이를 상회하는 충격력이 발

생함으로써 하부구조의 센터실에 과도한 하중이 전달

되어 차체에 손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마찰계수 0.3조건과 0.136조건을 비교하면, 주행편성

열차에서 충돌 후 선두차량 완충기부터 순차적으로 충

돌에너지를 흡수하며, 차량과 차량 사이의 완충기에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후위 차량으로 충돌에너지를 전

달하는 과정에서 마찰계수 0.3은 과도한 마찰조건으로 

인하여 후위 9번째 열차까지 에너지가 전달되어 가장 큰 

충격력을 나타내며 0.136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 할 수 

있는 선두차량에서 가장 큰 충격력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마찰계수 0.136조건에서도 선두차

량의 최대충격력이 515.1 kN으로서 전동차 제작기준

(센터실 허용압축하중 490 kN)에는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 한계에 만족하는 임계속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

았다.

3.3 임계속도평가

마찰계수 0.136조건에 상대속도 5 km/h의 해석결과 

전두부연결기에서 515.1 kN으로 전동차 제작기준(센터

실 허용압축하중 490 kN)을 조금 상회하는 결과를 바

탕으로 상대속도 4.9 km/h로 재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Fig. 8과 같이 최대충격력 488.9 kN

으로서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며 평가기준인 5 km/h 대

비 근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0량 고정편성으로 운행 중인 VVVF 

전동차(2008년 제작)를 대상으로 가변편성 운행 시 6

량, 8량 편성열차와의 충돌사고에 따른 1차원 충돌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가장 가혹한 시나리오를 확인하

고 현재 적용된 고무완충기의 성능한계에 따른 임계속

도 확인을 통한 철도차량 개조관련 선행연구로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가변편성조건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립하고 

휠-레일 사이의 마찰계수는 가혹한 0.3을 기준으로 충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시나리오 1이 가장 가혹함

을 확인하였으며 주행편성열차의 9번째 연결기에서 최

대충격력 636.1 kN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동차 제작기준

(센터실 허용압축하중 490 kN)을 초과하는 결과였다.

2. 사고사례를 통하여 평가된 0.136의 일반적인 휠-

레일사이의 마찰계수를 이용하여 시나리오 1의 재해석

을 수행하였다. 이 때 발생된 최대충격력은 주행편성

열차의 선두차량에서 515.1 kN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역시 전동차 제작기준(센터실 허용압축하중 490 kN)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3. 추가적인 에너지 흡수장치 없이 현재 적용된 

EFG2 타입의 완충기를 기준으로 전동차 제작당시의 

충돌기준에 맞는 임계속도는 약 4.9 km/h로 평가되며 

이때 최대충격력은 선두차에서 약 488.9 kN으로서 전

동차 제작기준(센터실 허용압축하중 490 kN)을 만족하

며 평가기준이 되는 상대속도 5 km/h와 매우 근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1차원 충돌해석의 경우 3차원 해석 대비 

경제성이 높으며 보다 가혹한 가정을 수반하므로 일반

적인 마찰계수 0.136조건의 상대속도 5 km/h의 충돌조

건에서는 기준치를 만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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