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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undai Rotem Company h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next generation high speed EMU bodyshell 
(M3-car). Korean Railway Safety Law specifies the loads vehicle bodies shall be capable of withstanding, identifies 
what material data shall be used and presents the principles to be used for design verification by analysis.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the structural requirements, Hyundai Rotem Company has carried out Finite Element 
Analysis (FEA) and static load test to verify whether the carbody structure has enough strength to withstand the 
loads specified by Korean Railway Safety Law. 
 This research contains the results obtained by the FE analysis and static load test. The FE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NX I-DEAS 6.1 and specially designed test jigs and equipment are used for the load tests.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장거리 이동수단

으로 기존 항공기의 이용보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수송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고속철도 차량

은 기존 저속차량을 대체하면서 철도차량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제작업체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수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당사도 KTX, KTX-산천 등 

동력집중식 고속전철을 제작, 납품하였으며, 금번에 동력 분산형 고속전철을 개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당사에서 제작한 분산형 고속전철 차체(M3-car)에 대해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구조해석 

및 정하중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구조해석에 적용된 하중조건은 “철도안전법”을 적용하

였으며, 차체 하중시험은 “철도안전법” 중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세부 규정으로 적용한 하중

시험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제작된 차체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

가하였다.

2. 구조해석

2.1 유한요소해석 모델

차체의 제원 및 계산 중량은 표 1~2와 같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이때 유한요소 모

델의 구성은 쉘요소와 솔리드요소를 사용 하여 구성하였다. 해석 모델에 사용된 총 절점수는 413,825개

이며, 요소수는 M3 차량의 경우 511,071개이다. 본 차량의 경우, 비대칭인 관계로 전체 모델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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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분산형 고속열차 제원

No. 구분 제원 (mm) 비고

1 차체 길이 23,700

2 차체 폭 3,100 외판기준

3 차체 높이 3,490

4 대차 중심간 거리 17,500
           그림 1. 유한요소해석 모델

표 2. 분산형 고속열차의 계산 중량

구분 항목 중량 비고

1 공차 중량 46.7톤 차체중량 + 대차중량

2 대차 중량 8.0톤 1 SET

3 차체 중량 30.7톤 공차중량 - 대차중량 운행상태의 차량 자중

4 Bareframe 중량 10.4톤 Carbody 설계중량

5 최대 승객 하중 12.6톤 좌석수*75kg+(4*75kg*복도 및 갱웨이 면적(m2))

차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철도안전법 별표 4의 차종별 하중조건 세부기준”의 차종별 하중조건에 따라 

표 2 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해석에 적용된 하중조건 및 하중크기는 표 3과 같다.

1) 연결기 높이 압축하중 

   = (공차 - 대차 - bareframe 중량) + 압축하중

   = (46.7 – 8×2 – 10.4) + 압축하중(2000kN) = 수직하중(20.3톤) + 압축하중(2000kN)

2) 캔트레일 높이 압축하중 

   = (공차 - 대차 - bareframe 중량) + 압축하중

   = (46.7 – 8×2 – 10.4) + 캔트레일 압축하중(300kN)  

   = 수직하중(20.3톤) + 캔트레일 높이 압축하중(300kN))

3) 윈도우 가드 레일 압축하중 

   = (공차 - 대차 - bareframe 중량) + 압축하중

   = (46.7 – 8×2 – 10.4) + 윈도우 가드레일 압축하중(300kN) 

   = 수직하중(20.3톤) + 압축하중(300kN)

4) 수직하중

   = (공차 - 대차) × 1.3g = (46.7 – 8×2) × 1.3g = 40 톤

5) 인장하중

   = (공차 - 대차 - bareframe 중량) + 인장하중

   = (46.7 – 8×2 – 10.4) + 인장하중(1500kN) 

   = 수직하중(20.3톤) + 인장하중(1500kN)

6) 조합하중

   = 수직하중(40 톤) + 압축하중(2000kN) 

7) 굽힘 고유진동수

   Bareframe 중량 상태(10.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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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 중 조 건 하 중 크 기 비       고

1
압축

하중

연결기 높이 압축하중 2000kN

수직하중: 20.3 톤
2 윈도우 가드 레일 압축하중 300kN

3 캔트 레일 압축하중 300kN

4 인장하중 인장하중 1500kN

5 압축조합하중 40톤 + 2000kN (안전기준 별표 4) 3. 시험조건 및 방법

6 수직하중 40 톤

7 굽힘 고유진동수 10.4톤 (안전기준 별표 4) 4. 평가기준

그림2. 테스트용 차체 설치 그림3. 측정장비 및 유압실린더 컨트롤러

재질
항복강도

(kgf/mm2)

피로강도

(kgf/mm2)

허용응력

모재부

(안전계수=1.0)

용접부

(안전계수=1.1)

6005A-T6 ≥21.92 ≥14.0 ≦21.92 ≦19.93

A5083P-H32 ≥21.92 ≥14.0 ≦21.92 ≦19.93

표 3.하중조건 및 하중크기

3. 하중시험

3.1 하중시험준비

차체를 테스트지그에 안착한 후, 구조해석 결과에 의해 고응력이 예상되는 부위 103개소를 선정하였

다.

3.2 하중시험방법

본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차체와 지그의 안정화를 위하여 예비하중시험을 2, 3회 실시하였으며 본시험

에서는 시험절차서에 따라 하중을 3~4 단계로 나누어 최대하중까지 부하하였다.

4. 재질의 기계적 성질 및 판정기준

전동차차체의 주요 부재의 제작에 사용된 재질의 기계적 성질과 사용부위를 표4에 정리하였다.

표4. 재질의 기계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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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하중조건 발생부위
최대응력

재질 항복강도
해석 시험

1 수직하중 창문하단 코너부 14.8 16.6 A6005-T6 21.9

2 연결기 높이 압축하중 센터실 하부 19.8 17.0 A5083-H32 21.9

3 연결기 높이 인장하중 센터실 하부 14.1 13.3 A5083-H32 21.9

4 waist rail level 압축하중 사이드/엔드프레임 연결부 21.5 9.0 A6005-T6 21.9

5 cant rail level 압축하중 루프/엔드프레임 연결부 18.8 14.3 A6005-T6 19.9

6 조합 압축하중 (압축+수직)
센터실 T-slot 19.6 17.1 A6005-T6 21.9

센터실 하부 20.5 16.9 A5083-H32 21.9

7 굽힘고유진동수 10.8Hz 9.5Hz

그림4. 수직하중 응력분포 그림5. 수직하중 시험장면

본 연구에서는 차체의 안정성 판정기준을 "구조해석과 하중시험시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해당 재질의 

항복강도 이하일 것"으로 정하였다.

5. 구조해석, 하중시험 결과

각 하중조건별로 구조해석, 하중시험에서 최대응력이 발생하는 부위와 그 응력값을 표5에 정리하였다. 

표5. 하중조건별 최대응력 발생부위와 응력값 (단위: kgf/mm2)

5.1 수직하중

그림4는 수직하중조건에서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구조해석과 하중시험에서 최대응력은 창문하단 코너

에서 발생하였다. 하중시험에서 측정된 출입문코너의 최대응력은 16.6kgf/mm2이며 구조해석에 의한 최

대응력은 14.8kgf/mm2이다. 하중시험 결과, 해석/시험 오차율 10.8%의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해석/시험간 오차율은, 구조해석 모델과 시험차량의 일치되는 정도 및 시험지그로 해석환경 재현

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차를 고려할 때, 15%내외이다. 

5.2 연결기 높이 압축하중

그림6은 연결기 높이 압축하중조건에서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구조해석과 하중시험에서 최대응력은 

센터실 하부에서 발생하였다. 하중시험에서 측정된 센터실 하부의 최대응력은 17.0kgf/mm2이며 구조해

석에 의한 최대응력은 19.8kgf/mm2이다. 하중시험 결과, 해석/시험 오차율 14.1%의 결과가 나왔다. 

310



그림8. 연결기 높이 인장하중 응력분포 그림9. 연결기 높이 인장하중 시험장면

그림6. 연결기 높이 압축하중 응력분포 그림7. 연결기 높이 압축하중 시험장면

5.3 연결기 높이 인장하중

그림8은 연결기 높이 압축하중조건에서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구조해석과 하중시험에서 최대응력은 

센터실 하부에서 발생하였다. 하중시험에서 측정된 센터실 하부의 최대응력은 13.3kgf/mm2이며 구조해

석에 의한 최대응력은 14.1kgf/mm2이다. 하중시험 결과, 해석/시험 오차율 5.7%의 결과가 나왔다. 

5.4 Waist rail level 압축하중

그림10은 Waist rail level 압축하중조건에서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구조해석과 하중시험에서 최대응

력은 사이드/엔드 프레임 연결부에서 발생하였다. 하중시험에서 측정된 사이드/엔드 프레임 연결부의 최

대응력은 9.0kgf/mm2이며 구조해석에 의한 최대응력은 21.5kgf/mm2이다. 하중시험 결과, 해석/시험 오

차율 58.1%의 결과가 나왔다. 구조해석과 하중시험시 하중부과 위치와 면적의 불일치가 이와 같은 오

차율을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해석시 시험차량 단부의 형상이 하중을 부과하기 난해한 위치로, 

좁은 구역에 집중하중이 부과되어 높은 응력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규정에 하중부과 면적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구조해석시 하중부과 면적을 임의로 결정한다. 또한, 하중시험 지

그 제작의 경우, 현장 여건(내부골조 등으로 인한 간섭 등)에 따라 지그의 크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

생된다. 이와같은 이유로 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중시험에 적용된 하중부과 면적을 구조

해석에 반영하여 재해석시 동일한 위치에서 10.2kgf/mm2이 발생했으며 오차율은 11.8%이다.

5.5 Cant rail level 압축하중

그림12는 수직하중조건에서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구조해석과 하중시험에서 최대응력은 루프/엔드 프

레임 연결부에서 발생하였다. 하중시험에서 측정된 루프/엔드 프레임 연결부의 최대응력은 

14.3kgf/mm2이며 구조해석에 의한 최대응력은 18.8kgf/mm2이다. 하중시험 결과, 해석/시험 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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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cant rail level 압축하중 응력분포 그림13. cant rail level 압축하중 시험장면

그림14. 조합(수직+압축) 압축하중 응력분포 그림15. 1차 굽힘 고유진동 모드

그림10. waist rail level 압축하중 응력분포 그림11. waist rail level 압축하중 시험장면

24.0%의 결과가 나왔다. Waist rail level 압축하중 결과와 같은 이유로, 구조해석결과 높은 응력이 발

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중시험에 적용된 하중부과 면적을 구조해석에 반영하여 재해석시 동일한 위치

에서 13.8kgf/mm2이 발생했으며 오차율은 3.5%이다.

5.5 조합압축하중 (수직 + 압축)

그림14는 조합하중조건에서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구조해석과 하중시험에서 최대응력은 센터실 하부

에서 발생하였다. 하중시험에서 측정된 센터실 하부의 최대응력은 16.9kgf/mm2이며 구조해석에 의한 

최대응력은 20.5kgf/mm2이다. 하중시험 결과, 해석/시험 오차율 17.6%의 결과가 나왔다. 

5.5 굽힘 고유진동수

그림15는 차체의 1차 굽힘 고유진동수를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그 값은 10.8Hz 이다. 하중시험에서 

차체의 1차 굽힘 고유진동수는 9.5Hz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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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중조건에 따라 당사에서 개발한 분산형 고속전철 차

체의 구조해석, 하중시험을 실시하여 차체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차체설계와 구조해석 과정에서 각각

의 하중조건에 대해 얻어진 응력레벨에 따라 고응력부는 사용부재의 재질변경, 두께변경 또는 구조변경, 

추가보강 등을 통하여 허용응력 이내로 응력레벨을 낮추었으며, 저응력부는 차체의 경량화를 위해 재질

의 두께변경 또는 구조변경을 통하여 중량을 줄였다. 또한, 제작된 차체에 대해 하중시험을 실시하여 차

체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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