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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o as to solve the urban transportation problem the LRT(Light Rail Transit) system 

has been studied on the essential technology and the engineering know-how, which lead lower 

construction cost and higher reliability. The localization development of rubber tired 

AGT(Automatic Guided Trainsit) system has performed from 1999 to 2004, as a national 

project of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or the application of the 

rubber tired AGT system in Busan Subway 3-2 Lin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liability of 

aluminium profiles vehicle carbod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est and evaluation 

technologies. In this paper, 3D modeling simulation was applied to the load test of aluminium 

vehicle carbody. The reliability of the vehicle carbody was estimated as the fatigue test of 

welded aluminium profiles. From the test and simulation result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developed rubber tired AGT shows a good structural reliability and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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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은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으로 2004년도 국산화 개발이 완료되어 교통난 해소와 시외간 

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에 투입되어 상용화 될 계획이다.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며, 특히 구조체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용접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서 구조체에 대한 정적 및 동적 강도평가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뢰성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경량전철 차량의 구조체를 대상으로 하여, 3D 모델링에 의한 유한요소 정적강도 해석과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

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구체 하중시험 결과를 상호 분석하여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고, 아울러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에 의한 충돌안전도 평가와 알루미늄 프로파일 용접구조에 대한 용접시편에 의한 피로내구성 시험결

과를 바탕으로 구조체에 대한 신뢰성을1,2)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알루미늄 구조체 신뢰성 시험

2.1 시험 대상

  시험 대상으로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하중 시험은 만차 

상태의 중량 조건으로 동력제어차(MC)와 동력차(M) 2량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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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the carbody Fig. 2 Configuration of the test train

2.2 신뢰성 시험 범위

  가. 설계하중 조건 및 적용 시험

구분 UIC JIS BS 시험범위

관련조항 566 OR E7105 EN12663:2000 도시철도법

설계

하중

정적하중 ○ ○ ○ ○

피로하중 ○ × ○ ×

시험

하중시험 ○ ○ ○ ○

충돌시험 ○ × ○ ×

진동시험 ○ ○ ○ ×

피로시험 × × ○ ○

  나. 시험조건 적용기준 : 상하 동하중계수

구분 EN JIS 시험범위

관련조항 EN 12663 E 7105 도시철도법

상하 동하중계수(g)

수직하중 시 1.3 1.1 1.2

End jacking 부 1.1 × ×

Lifting 부 1.1 × ×

  다. 수직하중 시험조건

구분 EN JIS 시험범위

관련조항 EN 12663 E7105 도시철도법

수직하중

공차 중량 대차하중제외 대차하중제외 대차하중제외

승객 중량 좌석인원+
입석(8명/m²)

좌석인원+
입석(10명/m²) 정원(명) x 3

승객 1인당 중량 70 Kg 60 Kg 62 Kg

  라. 압축하중 시험조건 : 경량전철

구분 EN JIS 시험범위

관련조항 EN 15227 E7105 도시철도법

압축하중
중량전철 800 kN 345~490 kN 490 kN

경량전철 400 kN 345~490 kN 345~490 kN



     상기 시험대상에 대한 해외의 관련 규격을 검토한 결과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의 모델이 일본의 유리까모

메 라인을 참조하고 있어 JIS 규격 및 국내 도시철도 관련법에 의거 알루미늄 구조체에 대한 하중시험에 대한 시

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기준에 의한 하중시험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의 정확도

를 검증하고, 아울러 충돌안전성 검토 및 알루미늄 프로파일 용접시편에 대한 피로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코자 한다. 

2.3 하중시험

  가. 관련 규격 및 범위

    ‘도시철도 차량의 성능 시험에 관한 기준’의 「구조체의 정적하중시험 3-라」와 ‘철도의 정하중 

시험 규정’의「JIS E 7105 철도차량 구체의 하중시험방법」에 의거하되 수직 및 수평시험을 중심으로 

고찰코자 한다.

  나. 차량 제원

구  분
차량 형태

동력제어차(MC) 동력차(M)

길이 [mm] 9,140 9,140

폭 [mm] 2,330 2,330

높이 [mm] 2,415 2,415

무게 [kgf] 약 2,250 약 2,250

구  분 대차 형태

대차의 질량 [kg]
전위 후위

1,680 1,820

차량의 구성 MC1-M1-M2-M3-M4-MC2

 

 다. 하중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
시험하중의 

크기
하중조건 및 경계조건 (JIS E 7105/도시철도법)

수직하중

시험

(Fig. 3)

19,350 kgf

-차체 볼스터 하부에 단순지지되는 구속조건

-수직하중은 차체 바닥면에 수직방향으로 등분포 부하 :

 수직하중 = 하중 [공차 - 구조체 - 대차 + 승객×300%] ×              

    (1+Dynamic coefficient)

*수직하중 (19,350 kgf) = {11,500kgf (공차하중) - 3,500kgf (대차하중) 

+ 10,044 kgf (300% of 승객하중)} x 1.2 (1+동하중 계수)  - 2,250kgf 

(구조체중량)

*동하중 계수 : 0.2g 

수평압축

하중시험

(Fig. 4)

수직하중:

 5,750 kgf,

압축하중: 

35 ton

-차체 볼스터 하부에 단순지지되는 구속조건

-차체 한쪽의 커플러 브라켓을 차 길이 방향으로 구속

-수직하중은 차체 바닥면에 수직방향으로 등분포 부하 :

 1)압축하중 = 커플러 브라켓에 35 ton 부하

 2)수직하중 = 하중 [공차 - 구조체 - 대차]

*수직하중 (5,750 kgf) = 11,500kgf (공차하중) - 2,250kgf    

(구조체하중) - 3,500kgf (대차하중)



  라. 하중시험 방법

Fig. 3 Vertical load test method Fig. 4 Horizontal load test method

  마. 하중시험 유한요소 모델 

Fig. 5 MC-car model model Fig. 6 M-car model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 구조체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은 Fig. 5와 Fig.6과 같이 두 가지 차종에 

대해 모델링 하였으며, 각 해당 구조체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유한요소 해석

에 이용된 해석코드는 HYPERWORKS의 Optistructure를 이용하였고, 일반적인 쉘 요소인 PSHELL로 

구조체를 모델링 하였다. 본 모델링에 적용된 재료는 AL6005이며, 용접부와 모재부의 응력구분을 위하

여 평균요소길이 25mm인 초기모델을 이용하여 응력분포를 확인하고, 고응력 발생부의 요소길이를 

12.5mm 이하로 상세하게 메쉬한 후 해당영역의 응력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알루미늄 용

접부의 비드폭이 10mm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고응력 발생부의 용접부와 모재부의 경계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이다.

구  분 MC-car M-car

node 개수 [EA] 318,804 344,314

elements 개수 [EA] 372,264 402,928

평균요소길이 [mm] 25 25

Table 1. Finite element models of the carbodies



  바. 하중시험 시뮬레이션 결과

하중조건
동력제어차(MC) 동력차(M)

결과 변형 발생 지점 결과 변형 발생 지점

수직하중

최대변위 : 4.18
[Fig. 7] sole bar 중앙 최대변위 : 4.1

[Fig. 8] sole bar 중앙

최대응력 : 6.4
[Fig. 9] Ring bracket area 최대응력 : 6.3

[Fig. 10] Ring bracket area

수평압축
하중

최대응력 : 11.5
[Fig. 11] 커플러 포켓부 최대응력 : 11.4

[Fig. 12] 커플러 포켓부

Table 2. Simulation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models of the carbodies

Fig. 7 Stress & strain, MC-car (vertical load) Fig. 8 Stress & strain, M-car (vertical load)

Fig. 9 Maximum stress, MC-car (vertical load) Fig. 10 Maximum stress, M-car (vertical load)

Fig. 11 Maximum stress, MC-car (horizental load) Fig. 12 Maximum stress, M-car (horizental load)



  사. 하중시험 결과

  만차 하중조건에서 스트레인 게이지 65 채널과 변위 계측용 게이지 14 채널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측

정개소에 설치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시험 장소 : KIMM, 대전소재).

하중조건
동력제어차(MC) 동력차(M)

결과 변형 발생 지점 결과 변형 발생 지점

수직하중

최대변위 : 1.97
(시뮬레이션 : 4.18) sole bar 중앙 최대변위 : 1.80

(시뮬레이션 : 4.1) sole bar 중앙

최대응력 : 6.16
(시뮬레이션 : 6.4) Ring bracket area 최대응력 : 7.3

(시뮬레이션 : 6.3) Ring bracket area

수평압축
하중

최대응력 : 9.15
(시뮬레이션 : 11.5) 커플러 포켓부 최대응력 : 9.16

(시뮬레이션 : 11.4) 커플러 포켓부

Table 3. Test results of the carbodies

Fig. 13 Stress data, MC-car (vertical load) Fig. 14 Stress data, M-car (vertical load)

Fig. 15 Maximum strain, MC-car (vertical load) Fig. 16 Maximum strain, M-car (vertical load)

Fig. 17 Stress data, MC-car (horizontal load) Fig. 18 Stress data, M-car (horizontal load)



2.4 충돌 시뮬레이션

  본 해석에 이용된 동력제어차(MC) 3차원 유한요소해석모델은 「제22조(충돌변형부의 제한)」을 확

인하기 위한 해석으로 유한요소모델은 99,925개의 절점과 134,469개의 요소로 모델링 되었고, 대차는 

부가질량으로 모델링하여 센터피봇 위치에 적용하였다. Fig. 19와 Fig. 20은 3차원 충돌해석에 이용된 

동력제어차의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이다.3)

Fig. 19 MC-car model for crash simulation Fig. 20 Spring-mass model for the full rake transit

  「제22조(충돌변형부의 제한)」인 상대속도 20Km/h로 연결기를 통한 충돌조건을 위해 동력제어

차(MC)의 3차원 쉘 모델을 충돌해석한 결과, Fig.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발생하는 전체에너지는 

약 83 kJ 이었으며, 구조체에서 변형을 일으키며 흡수되는 내부에너지는 90.6 ms에서 최대 71.2 kJ 발생

하였다. 전체에너지 중 18 ms대에서 전체에너지가 약 4.9 kJ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결

기의 충격에너지 흡수용량이 초과됨으로 인해 탈착되어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실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강체벽에 발생되는 최대 충격력은 Fig. 22와 같이 285.8 ton 이었으며, 충돌차량의 전체 변형량은 Fig. 

23과 같이 약 160.8 mm 이었다. 그러나 평가기준인 승객탑승영역에서의 소성변형은 Fig. 24와 같이 

10 mm 이내의 수준이므로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Fig. 21 Energy curve (20㎞/h) Fig. 22 Impact force (20㎞/h)

Fig. 23 Displacement of the MC front end (20㎞/h) Fig. 24 Displacement of the passenger area (20㎞/h)



  「제23조(차체의 충돌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5Km/h로 연결기를 통한 충돌조건을 충돌해석 모델

을 시용하여 해석한 결과, 전체에너지는 약 44kJ 발생하였고, 전두부 연결기에서  26.5 mm의 변형을 

일으키며 최대충격력 165 kN 이 발생하였다. 이는 연결기의 최대충격력 흡수용량인 650kN (Fig. 25)

보다 낮고, 구조체의 압축강도 설계조건인 345kN 보다 낮은 값이다. 시험결과는 Fig. 26~Fig. 30에 정

리하였다.

Fig. 25 Force and displacement curve of the coupler Fig. 26 Energy curve (5㎞/h)

Fig. 27 F-D Curve of the moving car (5㎞/h) Fig. 28 Force of the moving car (5㎞/h) 

Fig. 29 F-D Curve of the standing car (5㎞/h) Fig. 30 Force of the standing car (5㎞/h)



2.5 피로시험

 가. 피로해석 조건

구분 항목 Mc M3 비고

1 공차 중량(Kgf) 11,500 11,500

2 Bareframe중량(Kgf) 2,250 2,250

3 대차중량(Kgf) 3,500 3,500

4 최대승객하중(Kgf) 10,000 10,000

5 동하중계수 0.2g 0.2g 성능시험기준(구조체하중시험 3.라)

  피로해석은 차량의 수직하중 15.750톤 상태에서 동하중 계수 0.2g의 변동하중 3.6톤이 수직방향으로 

반복되는 피로 조건, 즉 Fig.31과 같이 0.8g ~ 1.2g 사이의 하중이 반복되는 조건에 대하여 실시한다.

  응력-수명피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 외 피로 데이터로서 응력-수명곡선

(S-N Curve)이 필요하여, 본 피로해석의 대상차량인 경량전철 차체와 동일한 재질에 대해 동양강철에

서 실시한 피로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알루미늄 용접재 A6005A-T6의 피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피

로 데이터는 응력비 R=0.05, 파손확률 2.3%의 경우에 대하여 용접재 표준 시험편으로 피로 시험을 실

시한 결과로서 2x106사이클에서의 맞대기 용접의 피로강도가 3.0kgf/mm2 이었다. 여기서, 파손확률 

2.3%, 피로수명 2x106 사이클에서의 피로강도를 알루미늄 합금의 피로한도로 규정한 것은 ECC 규격에 

따른 것이다.
4)

  차체에 대한 피로해석을 실시하기 위해 응력비 R = 0.05의 조건하에서 표준시험편을 통하여 얻어진 

피로 데이터를 Goodman식을 이용하여 R=-1.0의 S-N곡선으로 환산하였으며, 수정된 S-N 곡선은 그림

32와 같다.

Fig. 31 Loading cycle for the fatigue analysis Fig. 32 AL6005A-T6, S-N Curve (R = -1.0)

  피로해석은 실제 선로로부터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수명 동안의 Load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조해석으로부터 산출한 응력을 피로해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로해석 전에 

먼저 차체에 대한 구조 해석을 실시하였다. 피로해석은 수직하중 시험조건에서의 피로 수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수직하중 시험조건에 준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즉, Mc 차량과 M 차량의 경계조건과 하

중조건은 대차와 조립되는 한 쪽 볼스타는 상하좌우전후 변위를 고정하고, 다른 쪽 볼스타는 상하좌우 

변위를 고정하였으며, 하중조건은 수직하중을 차량의 상판에 등분포로 적재하였다. 



  철도차량에서는 통상 S-N 접근법(고되풀이수 피로해석 High Cycle Fatigue Approach)을 이용한 피

로해석 방법이 사용되므로 본 해석에서도 선형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S-N접근법으로 피로해석을 수행하

였다.

  구조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응력 값은 구조물의 형상으로부터 기인하는 응력집중 효과가 포함되어 

구조해석 결과에 이미 응력 집중계수나 노치계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피로해석에서는 

이러한 형상에 따른 수정계수는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구조물에서 용접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재료의 물성치는 수정된 S-N 곡선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석과정에서 추가로 수정 Factor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로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편 시험에서는 시편의 표면을 경면가공(Mirror -Polished)하므

로 실제 차량의 표면 거칠기와는 달라 실제 차량의 표면 상태를 고려하기 위하여 일반기계가공 정도의 

거칠기를 적용하였다. 또한 용접 후 특별한 표면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표면처리 효과계수는 

1.0으로 적용하였다. 가공 품질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가공계수를 추가하였는데, 이 가공계수는 FE 

모델이 충분히 실제모델을 표현하지 못함과, 실제 차량이 도면대로 제작되지 못함, 용접품질의 영향(용

접의 양호/불량 등, 잔류응력의 영향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본 해석에서는 10%의 효과로 가정하

였다.

  차량이 받고 있는 하중은 차량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0.2g의 변동하중이므로 평균하중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로해석에서의 평균응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Goodman의 식을 많이 사용하

고 있다.  Goodman의 식은 식(1)과 같이 표현된다.

           
1=+

u

m

e

a

SS
σσ

    ---------------------------------------------- 식(1)

    여기서, σa ; 응력 진폭 (Stress Amplitude)

      σm ; 평균 응력 (Mean Stress), Se ; 피로한도 (Fatigue Endurance Limit)

      Su ; 인장 강도 (Ultimate Tensile Strength)

 나. 피로해석 결과

  Mc 차량 및 M 차량에 대하여 상용 Durability 모듈을 사용하여 피로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모두 기준 

수명인 1.0 x 107cycle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기준수명(cycle) 해석수명(cycle) 판단

MC 1.0 x 107 6.885 x 107 만족

M 1.0 x 107 8.529 x 107 만족

Table 4. Fatigue analysis results of the carbodies



Fig. 33 Fatigue analysis results of MC Fig. 34 Fatigue analysis results of M

 다. 피로시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알루미늄(Al 6005A-T6) 압출재였다. 동 재료를 최적의 용접조건으로 용

접한 후 모재 및 용접부에 대해 육안검사(VT) 및 방사선 투과검사(RT)를 실시하였다. 용접은 ISO 

9606-2 규격에 의해 공인(KWEC-한밭대 용접공학 센터)된 용접기능사가, ISO 9956 규격에 의해 공인

(KWEC)된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에 따라 실시했다. Fig. 35~37은 본 연구에

서 사용한 판상 피로 시험편의 규격 및 시험편을 보여주고 있다.

Fig. 35 Specifications and photo of the fatigue test specimen

Fig. 36 Welded ALE Fig. 37 Specimens for the fatigue tests



  라. 피로시험 결과

  피로 시험편의 파단은 주로 용착금속 부위와 열영향부위의 경계면에서 발생하였고, 간혹 열영향부위

에서 발생하였다. 피로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하는 기점은 주로 미세 균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로 

파면에는 상당히 자주 기공과 비금속 개재물이 관찰되었고, 이것은 이 결함들이 피로 파괴를 촉진시키

는 것을 의미함으로, 모재 제작 및 용접 시에 이러한 종류의 결함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재 및 용접 시편에서는 1×107cycles에서도 파단이 발생하지 않는 응력(피로강

도, Fatigue Strength)이 모재시편에서 175㎫, 용접시편에서 110㎫ 이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요구되

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사용하는 데는 충분하다.

Fig. 38 Fatigue test results of raw specimens Fig. 39 Fatigue test results of welded specimens

Table 5. Fatigue test results of raw specimens Table 6. Fatigue test results of welded specimens
시편

번호

피로시험(Cycle)

응력(㎫) Fatigue Cycles

1 183 1×107

2 197 2370137

3 197 1964245

4 197 1588660

5 211 1028350

6 211 940322

7 211 904019

8 225 626771

9 225 362539

10 225 348235

11 225 311809

12 239 126755

13 239 90099

14 239 96814

시편

번호

피로시험(Cycle)

응력(㎫) Fatigue Cycles

1 109 1×107

2 119 3647578

3 119 3367030

4 119 1953331

5 128 611869

6 128 521939

7 128 416224

8 138 217522

9 138 182109

10 138 127018

11 138 104451

12 138 68319

13 145 35021

14 148 102466



   

Fig. 40 Fatigue test results of raw specimens(No 4, No 5)

   

Fig. 41 Fatigue test results of welded specimens(No 4, No 6)

3. 신뢰성 시험 결과

3.1 알루미늄(AL6005A-T6)의 기계적 성질 및 응력-변형률 곡선(DIN EN 1748)

재 질
항복강도(㎏f/mm2) 인장강도(㎏f/mm2)

연신율(%)
모재부 용접부 모재부 용접부

A6005A

-T6

6t 이하 22.9 이상 11.7 이상 27.5 16.8
8 이상

6t 이상 21.9 이상 10.7 이상 26.5 16.3

Fig. 42 Stress-strain curve (AL6005A-T6)



  가.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 구조체 강도 및 강성의 설계기준

  안전한 차체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재료의 피로강도 설계기준은 모재부의 경우 인장강도의 70%와 안전율 1.5를 적

용한 강도(12.4㎏f/mm2)를 적용하였으며, 용접부의 허용응력은 모재의 70%의 강도(8.7㎏f/mm2)를 적용하였다.

3.2 신뢰성 시험 결과

구조특성 기계적 성질 기준 설계기준 시험 결과

구조체 강도

발생 응력
모재부 21.9㎏f/mm2 이하  9.16㎏f/mm2

용접부 10.7㎏f/mm2 이하  8.5 ㎏f/mm2

재료의 피로 

강도

모재부 12.4㎏f/mm2 이상 17.80㎏f/mm2

용접부  8.7㎏f/mm2 이상 11.22㎏f/mm2

구조체 강성 U/F 처짐량 5.3mm 이하 1.98mm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차량의 알루미늄 구조체에 대한 하중해석과 더불어 충돌해석을 수행하여 도

시철도법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프로파일 압출재에 대한 피로해석결과 피로수명은 약 6.885×107 

싸이클로 BS EN 12663에서 정의하는 기준수명보다 6.885배 초과함을 알 수 있으며, 구조체의 재료에 대한 피로시

험결과 모재시편에서 175㎫(17.8㎏f/mm2), 용접시편에서 110㎫(11.22㎏f/mm2)로 설계기준 보다 매우 높은  

영역이므로 S-N선도의 안전영역에 있다고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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