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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alidate energy absorbing capacity that satisfies APTA SS-C&S-034-99, REV.2 
with North America type Electric Multiple Units. The FE models for collision and corner post simulation were 
developed. Two type of simulation were conducted. One is quasi-static analysis for collision post and the other 
is quasi-static analysis for corner post. And the energy absorption capacity of the analytical model was verified. 

1. 논문의 구성

북미형 전기동차(Electric Multiple Units)의 운전자는 충돌 사고 시 전두부의 침투에 의한 상해 위험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세기에 실제로 이러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 하였다. 이런 이유로 전미 교통협

회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 APTA)는 1999년 차량의 엔드 프레임 설계사항에 충돌

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한 규격을 공표하였다. 또한 이 규격은 추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얻

어진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개선되어졌다. 현재 이 규격은 차량의 운전실 부분의 수직 프레임들

(collision post & corner post)에 구조적 강도 부분과 충돌 시 변형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모든 철도차량 제작 회사들은 북미지역에 진출을 위하여 APTA의 규격에 대해 연

구 및 검증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미형 전기동차에 대해 APTA 

SS-C&S-034-99, REV.2를 만족하는 에너지 흡수용량을 가진 차량의 개발에 있다.

2. 적용 규정(Criteria)

APTA SS-C&S-034-99, REV.2는 운전실을 가진 차량의 collision post와 corner post의 에너지 흡

수 용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 collision post에 대해서는 언더프레임 상단에서 30인치 수직 상 방

향에 최대 가로 ☓ 세로 6인치 (152.4mm)의 면적에 차량 길이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여 최소 135,000  

lb-ft (0.18MJ) 이상이 흡수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collision post는 운전실 방향으로 최대 

10인치 (254mm)이상 침투되지 않아야 하고, post는 상, 하부 연결되어 있는 언더프레임과 루프구조에

서 완전 분리 되지 않아야 한다. corner post에 대해서는 언더프레임 상단에서 30인치 수직 상 방향에 

최대 가로 ☓ 세로 6인치 (152.4mm)의 면적에 차량 길이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여 최소 120,000  lb-ft 

(0.16MJ) 이상이 흡수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corer post는 운전실 방향으로 최대 10인치 

(254mm)이상 침투되지 않아야 하고, post는 상, 하부 연결되어 있는 언더프레임과 루프구조에서 역시 

완전 분리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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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 요소 모델 개발

에너지 흡수 용량 검증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미형 전기동차의 운전실 부분 모델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개발되었다. 전체 좌표계는 X, Y, Z축을 전·후, 좌·우 그리고 상·하 방향으로 설정 하였다, 유

한요소 모델의 총 구성 요소의 개수는 3차원 솔리드 요소 5,992개, 2차원 쉘 요소 173,725개 그리고 

절점 176,478개로 구성 되어졌다. 

그림 1. 북미형 전기동차 운전실 부분 유한요소 모델

4. 모델 구성 및 해석 조건

모델의 구성은 실제 시험과 똑같은 구속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cab 반대편 섹션의 6-자유도를 모두

구속하여 주었고, 차량 자체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 전체에 접촉면 설정 요소를 부여 하

였다. post를 압괴시키기 위하여 하중 부여 면에 실제와 동일한 solid pad를 접촉 시켰다. Solid pad는

mild steel과 cooper로 된 2중 판넬로 구성하였고, cooper는 압괴 시 압괴면을 따라 압착하는 효과를 고

려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각각의 post와 solid pad 사이에는 접촉면 설정 요소를 부여하였고, 실제

시험 시 적용되는 하중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solid pad의 자유도를 하중 전달 방향을 제외

하고 전부 구속하였다.

압괴 시 실제와 동일하게 파단되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재의 연신율 이상에서 요소가 삭제되는

옵션을 사용하였다. 이때 삭제되는 현상을 실제와 근접시키기 위해 파단이 예상되는 하중 부여 부위, 언

더프레인 상면과의 연결부위 그리고 루프와의 연결부위에 세밀한 요소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2

는 하중부여 solid pad와 세밀 요소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흡수 해석은 유한요소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LS-Dyna 971을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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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aterial 
Tensile Strength 

(T.S.)
Yield Strength 

(Y.S.) Elongati
on (%) References / Remarks

N/mm2 ksi N/mm2 ksi

Base Metal

SUS301L-An
nealed 550 80 220 32 45 APTA SS-C&S-004-98

DOMEX 
550W 600 87 550 80 18

SUS301L-1/4
H 827 120 427 62 25 APTA SS-C&S-004-98

Test results for DOMEX 
welding connection 743 108 591 86 21.8 PQR: WQ-3W5-FJ01~07

Test results for 
SUS301L-1/4H welding 
connection

592 86 428 62 43 REDD103174, Rev. 0 (page 12)

Input for HAZ on the 
connection of SUS301L + 
DOMEX 550W

520 75 220 32 30

Use the tensile strength of filler 
metal ER309L, the yield strength 
of SUS301L-Annealed and 
elongation of filler metal ER309L

 

그림 2. 해석 조건 및 상세 모델링 (Collision post & Corner post)

5. 모델의 물성치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모델의 물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용된 물성치

post와 연결부위의 용접부(HAZ)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결부위의 물성치를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적용하였다. 그림 3은 용접부 물성치가 적용된 부분을 나타내며 그림4는 물성치 특성곡선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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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용접부 구현 부분 및 적용 물성

 

그림 4. 적용 물성치 특성 곡선(Base Metal & HAZ)

6. 결과

2.1 collision post 에너지 흡수

collision post의 길이방향 에너지흡수 해석 결과는 그림 5 ~ 8 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변위 - 에너지 결과 곡선                그림 6. 변위 - 하중 결과 곡선

 

그림 7. 최종 변형 양상                          그림 8. 최종 변형율 양상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collision post에서 흡수된 에너지는 135,670 lb-ft (0.184MJ)로 최소 요구 에

너지의 흡수 용량을 초과하였다. 최대 하중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464kips (2,064kN)이며, 최종 에

너지 흡수 시의 변위는 6인치로 허용치인 10인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최대 에너

지 흡수 시의 변형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량 정면에서 post 의 좌측 부분에 부분 파단이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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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Result Criteria Remarks

Energy Absorption 135,670 lb-ft More than 135,000lb-ft

Maximum deflection 6.0 inches
Less than 10 inch

Permanent deflection 4.7 inches

Complete separation No occurred No occurred

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post 자체의 파단을 제외한 다른 연결 부위에서는 파단이

발생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는 해석 결과의 정리 값이다.

표 2. collision post해석 결과 정리

2.2 corner post 에너지 흡수

corner post의 길이방향 에너지흡수 해석 결과는 그림 9 ~ 12 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변위 - 에너지 결과 곡선 그림 10. 변위 - 하중 결과 곡선

 

그림 11. 최종 변형 양상 그림 12. 최종 변형율 양상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corner post에서 흡수된 에너지는 121,030 lb-ft (0.164MJ)로 최소 요구 에너

지의 흡수 용량을 초과하였다. 최대 하중은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251kips (1,116.5kN)이며, 최종 에

너지 흡수 시의 변위는 9인치로 허용치인 10인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최대 에

너지 흡수 시의 변형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post의 전면과 안쪽 프레임 부분에 부분 파단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위에서 언급한 부분의 파단 외에 언더프레임과 연결

부위에서 부분적으로 파단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부적으로 운전실 도어 상단에서도 파단

293



Analysis Result Criteria Remark

Energy Absorption 121,030 lb-ft More than 120,000lb-ft

Maximum deflection 9.0inch
Less than 10 inch

Permanent deflection 6.8 inch

Complete separation No occurred No occurred

이 발생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은 해석 결과의 정리 값이다.

표 2. corner post해석 결과 정리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APTA SS-C&S-034-99, REV.2 규격 중 운전실의 에너지 흡수 규정에 따라 북미형

전기동차의 두 가지 준정적 해석을 실시하여 차체의 안전도를 평가하였다. 각 post의 에너지 흡수량은

약 136,670lb-ft와 121,030lb-ft로서 135,000lb-ft와 120,000lb-ft 초과 규격을 만족하였고, 대부분의 에너지

흡수가 post 자체의 변형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최대 침투량은 6인치와 9인치로 10인치의 기준을 충족

하였고, 파단 양상도 전체 국부적인 파단만 발생하여 규정을 만족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행하여 충

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collision post 부분의 압괴 시 하중이 약18.5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Collision post와 corner post의 준정적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검증된 내용은 향후 APTA

SS-C&S-034-99, REV.2 규격이 적용되는 철도차량의 차체설계에 일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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