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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극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철도분야의 시장확대와 기술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철도는 타 운송수단에 비해 높은 단위

수송량, 에너지 효율의 이점과 비교적 낮은 탄소를 배출하

는 친환경 지상운송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차체 경

량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이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1].

철도차량의 경량화를 위해 차체, 대차, 내장품 및 전장품

등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그 중 철도차량의 가

장 높은 무게 비중을 차지하는 차체의 경량화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 제작의 주재료는 과거 1세대

연강재료, 2세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3

세대 알루미늄 재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2]. 알루미늄 차

량은 스테인리스 철도차량에 비해 비중이 약 1/3 수준이며,

제작공정이 단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해외에서는 프랑

스의 TGV-NG,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ICE-3 등에 오래 전

부터 사용되어 왔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국형 표준전동차(K-

EMU) 개발을 시작으로 광주 지하철, 인천 신공항 철도, 대

전지하철, 경의선 그리고 경춘선에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

하여 차체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알루미늄 철도차량의

적용 추세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utomated structural design and analysis aided-program of aluminum

extrusion carbody structures for railway vehicle. This developed program is called “AUTO-RAP” and could perform simul-

taneously structural design and verification for railway carbody structures made of aluminum extrusion independent of

expertise and experience of design engineers. Design engineers are able to conduct the knowledge-based design by provid-

ing database of existing aluminum extrusion or user-defined function. The design verification is automatically programmed

to evaluate its structural integrity according to Korean Railway Safety Law or Urban Transit Safety Law. In addition, this

program could automatically generate an executable file of various commercial finite element programs such as ANSYS

and ABAQUS and CAD files such as .stp and .iges by GUI environment applications using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es).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duce product design cost and time of carbody structures aluminum

extrusions in railwa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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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설계자 전용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차체 구조물의 자동화 구조해석 지원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명칭은 “AUTO-RAP”이며,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설계

및 구조해석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엔지니어도 설계와 검증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계자

는 기존의 알루미늄 압출재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나 사용자 정의에 의한 지식기반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 설계검증은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철도차량 차체 구조 안전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es)를 사용하여

GUI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ANSYS와 ABAQUS 같은 다양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및 CAD 프로그램과

의 호환성을 위해 .stp, .iges 등의 파일 생성을 지원한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루미늄 압출재 철

도차량 차체 구조물의 제품 설계 비용과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알루미늄 압출재, 자동화 프로그램,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철도차량,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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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철도차량은 철도안전법[4] 또는

도시철도차량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5]에 명시된 평가기준

에 의거하여 해석적 평가 및 시험적 평가를 강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보완을 실시하

여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때, 개발 차량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는 해석적 검증과정은 상용 유한요

소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상용 유한요소 해

석 프로그램은 공학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전반에 널리 사

용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설계자의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해석과 설계보완단계에서 외

부 전문인력에 의지하여 많은 시간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설계자 입장에서 상용 유

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이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 자

동차, 항공 분야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는 GUI 환경 기반의

전문 자동화 설계 및 구조해석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문 유한요소 해석 지원 프

로그램은 GUI 환경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

적인 지식 없이 해석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사례로는 김태우[6] 등이 에어포일 공력 성능 해석을 위한

GUI 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정희택[7] 등은 선박용

배관 시스템의 수력학적 설계 및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또한, 한종규[8] 등은 차량동역학 해석 및 설계 전용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다. 국외 사례로는 Kun-Hur

Chen[9] 등이 기계적 부품에 대한 설계를 지원하는 GUI 환

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철도차량에 대한 자동

화 설계 및 해석프로그램 개발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늄 압출재 적용 철도차량 구

조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설계 엔지니

어도 실제 제품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GUI 환경 기반의 알

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차체 구조물의 자동화 설계 및 구

조해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코드 분석을 통해 상용 유한요

소해석 프로그램의 자동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를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es)와 연동을 통해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의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설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철도차량 자동화 설계 및 해석 지원 

프로그램 개발 환경과 범위

2.1 AUTO-RAP의 GUI 환경 구축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명칭은 알루미늄 압출재 철

도차량 차체구조물의 자동화 설계 및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

여 AUTO-RAP(Automated Railway Vehicle Analysis Program)

이라 명하였다.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설계자가 알

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설계 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설계

차량에 대한 구조 검증 및 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GUI 환경을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UTO-RAP은 MFC를 사용하여 상

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과 연동을 통해 GUI 환경의 설계

및 해석 지원 기능을 구현하였다. MFC 프로그래밍 기법은

Visual C++언어를 기반으로 윈도우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C++클래스 라이브러리 집합이다[10].

AUTO-RAP의 구성은 크게 설계단계와 해석단계로 구분

된다. AUTO-RAP의 설계단계에서는 차량의 기본사양선정

및 차체를 구성하는 각 압출재 프레임 설계를 수행하며, 각

프레임의 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조합하여 차체의 설계가 완

성되도록 구성하였다. AUTO-RAP의 해석단계에서는 차량

해석에 필요한 모든 전처리(pre-processing)와 후처리(post-

processing) 과정을 수치적 입력과 선택만으로 해석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1은 GUI 환경의 AUTO-RAP의 구

성을 보여준다.

2.2 AUTO-RAP을 이용한 철도차량 설계

AUTO-RAP에서의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단면 설계

는 기존에 개발된 압출재 단면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활

용하는 방식과 사용자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단면

을 지정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모델(user-defined model) 방

식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 철도차량의 상세 모델링에 중점을

두었다.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의 경우 몇 가지 형태의 일반화

된 압출재 단면형상으로 구성된다. 이에, AUTO-RAP에서는

철도차량의 원활한 설계와 설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

서 운행되는 철도차량의 알루미늄 압출재 차체 단면 형상을

분석하여 단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압출단

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상의 콤보 상자(combo box)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차

량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Fig. 2와 같이

MFC와 유한요소해석 코드의 연동을 통해 GUI 환경에서 변

수 입력 시, 각 변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내부의 스크립트

(script)가 변경되어 모델링이 수행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

공하지 않는 알루미늄 압출재 단면 형상을 설계할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모델을 통해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는, 압출재

Fig. 1 The configuration of AUTO-RAP with GUI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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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을 구성하는 각 키 포인트 좌표와 키 포인트를 연결하

는 정보를 입력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의 모델이 생성

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식과 호환 가

능하게 하여 설계의 유연성을 향상시켰다.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식과 사용자 정의 모델 방식으로 수

행된 압출재 모듈은 조합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차체 조립도

가 완성된다. 이후, 철도차량의 출입문, 창문, 볼스터 등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여 차량의 외관설계를 수행한다. Fig.

3은 AUTO-RAP에 적용된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차체

구조물의 주요 설계변수를 나타내며, Fig. 4는 AUTO-RAP

에서의 철도차량 모델링 과정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변수 입력을 통해 수행된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

차량 모델링은 사용자가 지정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

램의 코드로 변환되어 로그파일(log file)로 자동 저장되도록

하였으며, 설계된 차량의 형상 및 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stp와 .iges 확장자 형태의 CAD 파일 역시 생성되도록 하

였다.

2.3 AUTO-RAP을 이용한 철도차량 구조해석

AUTO-RAP을 이용한 철도차량의 구조해석은 전처리, 해

석 그리고 후처리 단계로 구분된다. 전처리 과정은 설계단

계에서 수행된 차체 구조물의 형상을 바탕으로 재료물성 정

의, 유한요소 모델링 그리고 하중조건 정의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재료의 물성은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A6005A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재

료의 변경에 따라 설계자가 물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유한요소 모델링 단계에서 요소생성은 자동생성방식을

사용하며, 이때 요소크기 설정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사용

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해

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설계자를 위하여 요소크기

에 대한 추천값을 제공하고 있다. 하중조건은 국내 철도차

량 안전규정인 철도안전법 또는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

한 규칙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하중조건 및 경계조건

이 자동으로 부과되도록 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선택한 상용

Fig. 2 The input window and program script for CAD modeling

process

Fig. 3 The main design parameters in AUTO-RAP

Fig. 4 Design procedures in AUTO-RAP Fig. 5 Structural analysis algorithm of AUTO-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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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된 로그파일로 생성되며,

각 단계에서 생성된 로그파일의 재배치를 통하여 일괄 처리

파일(batch file)이 생성된다. Fig. 5는 AUTO-RAP의 구조해

석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AUTO-RAP의 후처리 단계는 결과분석이 용이하도록 철

도차량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과 처짐 결과 등의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선택하여 시각화하여 보여지도록 구성하였다.

3. 철도차량 자동화 설계 및 해석 지원 

프로그램 검증

3.1 AUTO-RAP의 설계 및 유한요소 모델링 검증

AUTO-RAP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기존 구조해석 방법과

AUTO-RAP을 통한 설계 및 구조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때, 사용된 비교대상 모델은 대전지하철 1호선의 차체 구

조물을 선정하였다. 기존 구조해석 방법은 상용 CAD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3차원 모델에 대

하여 중립면(mid-surface)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Hypermesh와 같은 유한요소 모델링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였다.

AUTO-RAP에서의 철도차량 모델링은 프로그램에서 제공

하는 압출재 단면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정의 모델을 병행

하여 철도차량 차체 모델링을 상세히 하였으며, 유한요소모

델은 기존 모델링 방법에 적용한 요소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생성하였다. 이때,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된 철도차량 모델

링 결과는 동일하였으나, 기존 모델링 방법은 CAD 프로그

램 및 유한요소모델링 프로그램을 거치기 때문에 작업시간

이 오래 걸렸으며, 설계자의 숙련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

생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설계보완에 따른 모델 수정

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AUTO-RAP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할 경우, 변수 입력을 통해 모델링

이 수행되므로 모델링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Fig. 6은

기존 모델링 방법과 AUTO-RAP을 이용한 모델링 과정을 비

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3.2 AUTO-RAP을 이용한 구조해석 검증

기존의 설계방법과 AUTO-RAP을 이용한 철도차량 모델

에 대한 해석적 검증을 통해 AUTO-RAP 프로그램의 설계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AUTO-RAP에서는

ANSYS와 ABAQUS 같은 대표적인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을 지원하며,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유한요소해

석 프로그램 선택 시 해당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된 일괄 처

리 파일이 생성된다. 생성된 일괄 처리 파일은 Fig. 7과 같

이 Visual C++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으로 전달되어 자동으로 구조해

석이 수행된다.

본 구조해석 검증에서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으며, 하중조건은 도시철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수직, 수평압축, 비틀림 그리고 3점

지지 하중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기존 해석프로세스 모

델과 AUTO-RAP을 이용하여 생성된 모델은 동일한 요소 타

입과 해석조건을 적용하였다. Table 1은 기존 해석방법과

AUTO-RAP을 활용한 철도차량의 구조해석 결과를 나타낸

다. 이때, 수평압축 하중조건에서 최대 4.1%의 차이를 보여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Von-Mises stress 및 처짐

결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기존 모델링 방법에서는 브라켓

및 보강재 등의 상세한 모델링이 가능한 반면, AUTO-RAP

을 활용한 모델링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상세한 부

분에 대한 모델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결과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발생한 Von-Mises stress 및 처짐

결과 차이는 해석적 허용오차 범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

Fig. 6 The comparison of CAD and FE modeling procedures

between traditional approach and AUTO-RAP Fig. 7 The input window and program script for solving process



설계자를 위한 GUI 환경기반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차체구조물의 자동화 설계 및 구조해석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4호(2012년 8월) 327

로 판단된다.

Fig. 8은 수직하중 및 고유진동수에 대한 해석결과를 비

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차체의 중앙 부분에서 최대 처짐이 발

생하였으며, Von-Mises stress의 경우 동일한 위치인 출입문

하부 부분에서 최대응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유

진동수 해석결과 1차 굽힘 모드의 경우, 기존 철도차량 모

델링 방법으로 수행한 모델이 17.18Hz, AUTO-RAP을 이용

하여 해석한 모델은 17.38Hz가 발생하여 약 1.2%의 차이로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UTO-RAP 프로그램은

기존의 복잡한 설계 및 설계검증 프로세스를 단축함으로써,

철도차량 차체구조물의 설계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설계검증 프로세스와 AUTO-RAP 프로그램의

구조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차체 구조물의

자동화 설계 및 해석 지원 프로그램인 AUTO-RAP을 개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Visual C++ 기반의 MFC를 사용하여 GUI 환경의 프

로그램을 구현하였으며,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과 연

동하여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차체 구조물의 자동화 설

계 및 해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AUTO-RAP에서의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의 설계

는 기존에 개발된 압출재 단면을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활

용 방식과 사용자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단면을 지

정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모델 방식을 지원한다. 이러한 방

법으로 설계한 철도차량 모델링은 ANSYS와 ABAQUS 같

은 다양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코드로 변환되어 로

그파일로 저장되며, .stp와 .iges 확장자 형태의 파일생성을

지원하여 다양한 상용 CAD 프로그램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3) AUTO-RAP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기존 철도차량 구

조해석 프로세스 방식과 구조해석 비교를 통하여 약 4.1%

이내의 해석결과 차이로 비교적 잘 일치하였으며, 추후 브

라켓 및 보강제 모델링 기능 등을 추가하여 기존의 구조해

석 프로세스 방식과의 해석결과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4) GUI 환경기반의 알루미늄 압출재 철도차량 차체 구조

물의 자동화 설계 및 구조해석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철도차량 차체구조물의 제품 설계 비용과 시간단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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