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6권 제1호 ■ pp. 1-6 (2013년 2월)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16, NO.1 ■  pp.1-6 (February 2013)

pISSN 1738-6225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용 4매 주자직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소재의 진동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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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도차량은 최고속도 300km/h이상의 고속화 및 대

용량화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7년 프랑스 고속열

차인 TGV는 최고시속 570km/h이상에 도달하였으며 국내에

서도 40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및 최고운행속도 300km/

h급의 2층 고속열차 등에 대한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와 같

은 철도차량의 고속화 및 대용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차량

경량화는 필수적인 요구조건이다. 대차의 경우 전체 차량무

게의 약 35~40%를 차지하는 고중량 부품이다.

이러한, 대차의 무게 중 대차프레임의 경우 대차 전체 무

게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대차프레임의 경량화는 에

너지 비용 및 선로유지보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기술(Rail-

friendly technology)이다[1-4].

현재 한국철도연구원에서는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도시철도용 경량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을 개발 중

이다. 특히,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경우 경량화 뿐만 아니

라 프레임 자체가 현가장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에 적용되는 소재에 대한 진동 및 감쇠

특성의 규명은 필수적이다. 복합소재의 감쇠특성 관련 연구

로 Roger[5]는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감쇠의 특

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고찰하여 중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

편을 수평으로 고정하지 않고, 수직으로 고정하는 것이 보

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Berthelot[6,7]

등은 복합소재의 감쇠비를 예측할 수 있는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고 시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적층각에 따

른 효과를 평가하여 0도 층으로만 구성된 적층판이 가장 낮

은 감쇠비을 갖고 60도 층으로 구성된 적층판이 가장 높은

감쇠비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복합소재는 금속재에 비해 비강성 및 감쇠특

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

합소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을 판스프링

(leaf spring)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에 적용되는 소재인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소재에

대한 강성 및 감쇠특성에 대한규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소재에 대한 고유진

동 특성과 주파수에 따른 감쇠특성을 시험적으로 평가하였

다. 이를 위해 시편의 크기를 조절하여 다양한 주파수 범위

에서 감쇠비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감쇠 및 진동 특

성은 향후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주행

동특성 평가시 활용되어 승차감, 탈선계수 등 평가시 사용

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of a four-harness satin woven glass/epoxy composite

material are evaluated by means of modal tests and a finite element analysis. To achieve this goal, glass/epoxy beam spec-

imens with different lengths and thicknesses were manufactured via autoclave curing. In the test, the maximum damping

ratio was found to occur at the lowest test frequency. As the test frequency increased, the damping ratio decreased exponen-

tially to a critical value. After that value, the damping ratio increased gradually to the maximum test frequency.

Keywords : Modal test, Composite, Natural frequency, Damping ratio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전동차용 대차프레임에 적용되는 4매 주자직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소재에 대

한 고유진동 특성과 주파수에 따른 감쇠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오토클레이브 성형을 통해 길이와 두께가

다른 유리섬유/에폭시 빔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험결과 감쇠비의 최대값은 최소 고유진동수에서 발생하였다. 또

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감쇠비는 지수 함수적으로 임계치까지 감소하였다. 이후에는 주파수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어 : 모달시험, 복합재료, 고유진동수, 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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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복합소재 시편의 고유치 측정시험

2.1.1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특징

기존 전동차용 금속재 대차프레임은 일반적으로 SM490A

소재로 내부가 빈 박스형태의 용접구조로 제작되며 H형상

을 갖는다.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경우에도 Fig. 1과 같이

기존 금속재와 유사한 형상을 갖는다. 그러나, 금속재와 달

리 구조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브(rib)구조가 내부를 채우

고 있고 이를 스킨(skin)부가 감싸고 있는 구조이다. 스킨부

와 리브부는 직조된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GEP224, SK

Chem.)로 제작되며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Fig. 1. Composite bogie frame and its cross-section

2.1.2 복합소재 시편 및 모달 시험

본 연구에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에 적용되는 직조된 유

리섬유 복합소재의 고유진동특성 및 주파수에 따른 감쇠특

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폭 30mm 및 길이

300mm의 빔 시편을 제작하였다. 주파수에 따른 감쇠특성 및

목표 주파수 한계인 1kHz까지의 특성을 얻기 위해 시편의

길이를 Fig. 2와 같이 300mm에서 140mm까지 20mm 단위

로 변화시켰다. 또한, 복합소재 시편의 두께의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시편의 두께는 3mm와 6mm인 두 가지 시편을 제

작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적층각은 대차프레임의 적

층각과 동일한 [(0/90)3]s로 제작되었다.

Fig. 3은 진동특성평가를 위한 시험설치로 시편의 설치방

향은 Roger[5]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직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시험시 빔 시편

은 끝단부 고정지지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시험용 지그에 단

단히 고정하였고, 외부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

진 처리된 석정반 위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시 가진

은 임팩트 햄머(086D20, PCB)를 이용하였으며 레이져 속도

센서(OPV511, Polytec)를 이용하여 응답을 측정하였다.

2.2 모달시험 결과

2.2.1 고유치 측정결과

Fig. 4는 시편의 길이가 300mm와 180mm인 빔 시편 끝

단에서 측정된 주파수 응답 함수 중 Mobility 및 Coherence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Coherence 함수는 모달 시험의 결과

중 입출력단의 노이즈의 기여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1에 가

까울수록 시험에 노이즈 개입이 적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고유진동수에서 기여도가 1에 가까우므로 실험 결과의 신뢰

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편의 길이가 짧아질

수록 고유진동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4(a)의 길이가 300mm인 빔 시편의 경우 1차 굽힘 고유진동

수는 20.8Hz였고, 길이 180mm인 시편의 경우 1차 굽힘 고

유진동수는 54.8Hz였다.

위에서 측정한 시험결과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길이 300mm인 복합소재 빔에 대한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 materials used

Material properties GEP224

Longitudinal modulus, E11 34.4 GPa

Transverse modulus, E22 13.2GPa

Shear modulus, G12 7.05GPa

Density, ρ 1831kg/m3

Fig. 2 Glass/epoxy beam specimens

Fig. 3 Test setup for the mod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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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 해석(Mod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은

2D Shell 요소를 이용하였다. Fig. 5는 모달 해석에서 얻은

1차, 2차, 5차, 6차 모드를 나타낸 것이다. 모달 해석 결과

1kHz까지 총 7개의 고유모드가 존재하였다. 또한 시험 시

가진 및 측정용 센서가 시편에 수직한 방향의 거동만을 측

정하게 되므로 굽힘모드(Bending Mode)만 측정되었다. 따라

서, 시험과 해석결과의 비교 역시 Table 2와 같이 굽힘모드

의 결과만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해석과

시험결과는 최대 1.29%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었다.

2.1.2 감쇠비 측정결과

감쇠비의 실험적 추출 방법은 모달 해석을 이용한 방법,

시간영역(Time-Domain)상에서의 시스템 매개 변수 규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달 시험을 통

해 주파수 응답 함수를 시험적으로 확보하였으므로 주파수

응답 함수에서 Q-Factor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

법은 다자유도계 시스템을 여러 개의 1자유도 시스템의 조

합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모드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수행하게 된다. 본 시스템은 각각의 모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멀리 분포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

하다. Fig. 6과 같은 주파수 응답 함수에서 고유진동수 ωn

에서의 주파수 응답 함수의 피크 높이(Q)와 이의 0.707배 해

당되는 지점의 주파수를 2개 ω1, ω 2 선정한다. 이 점은 에

너지가 절반이 되는 점을 의미하여 반동력점(Half Power

Points)라고 정의 된다.

Fig. 6 Q-factor and natural frequency

한편 이 3개의 주파수와 감쇠비는 Eq. (1)과 같이 정의 된

다.

(1)

Fig. 7은 시편의 두께가 3mm인 시편(a)와 6mm인 시편(b)

에 대한 주파수에 따른 감쇠비를 나타낸 것이다. 

Fig. 7(a)의 두께가 3mm인 시편의 경우 0-200Hz 주파수

영역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감쇠비는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약 200Hz를 기점으로 다시 완만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Fig. 7(b)의 두께가 6mm

인 시편의 경우 3mm시편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나 감소 기

울기가 더욱 급하고 약 150Hz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시 증

가율은 3mm 시편에 비해 완만한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경

우 최소 감쇠비는 두께 3mm 시편의 경우 1.80×10-3 이고,

두께 6mm시편의 경우 1.77×10-3 였다. 두께가 3mm인 시편

의 감쇠비가 최소값 기준으로 약 1.7% 높은 값을 보였다. 

Eq. (2)는 측정된 주파수에 따른 감쇠비에 대한 Curve-

Q
1

2ζ
------

ωn

ω
2

ω
1

–
-----------------= =

Fig. 4 Mobility and coherence: (a) specimen length =300mm, (b)

specimen length =180mm

Fig. 5 Mode shapes obtained from the FE analysis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 analysis and experiment

Mode 

No.

Natural Frequency(Hz)
Error(%) Mode Shape

F.E.M Experiment

1 20.85 20.8 0.24 1st Bending

2 130.60 129.5 0.85 2nd Bending

5 365.46 361.5 1.09 3rd Bending

6 715.59 706.5 1.29 4th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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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ing 결과 함수를 나타내며 추출된 계수는 각각 Table 3

에 정리하였다.

(2)

여기서 f는 독립변수로 주파수를 의미하며, A, B, C, D는

Curve-Fitting을 위한 계수이다. Curve-Fitting의 결과는 RMSE

(Root Mean Squared Error)가 0.0004763, 0.0005195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확인하였다.

두 시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50Hz이하의 저주파 영역

에서 감쇠비는 지수 함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이러한 저주파 영역에 대한 정확한 감쇠비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긴 빔 시편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존 빔 시편에 비해 2배 이상 긴 길이 650mm인 빔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의 폭과 두께는 각각 30mm와 3mm

이다. 이를 이용하여 4.5Hz-100Hz까지의 주파수 대역에서 감

쇠비를 측정하였다.

Fig. 8(a)는 650mm시편에서 측정된 100Hz이하 주파수 대

역에서의 감쇠비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 감쇠비는 4.5Hz에

서 15.0×10-3였고,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다

가 30Hz부터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Fig. 8(b)는 장시

편의 길이를 20mm단위를 절단하면서 1kHz까지의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감쇠비를 측정한 것이다. 감쇠비는 30Hz를 기

준을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복합소재와 같은 점탄성 재료 (viscoelastic material)들은 주

ζfit Ae
Bf

Ce
Df

+=

Fig. 7 Damping ratio according to frequency: (a) specimen

thickness = 3mm, (b) specimen thickness = 6mm

Table 3 Coefficient by curve fitting

Direction for the

test setup
Coefficient 95% Confidence bounds

Lateral setup

A 0.02574 (0.02147, 0.03001)

B -0.02885 (-0.03566, -0.02203)

C 0.004614 (0.003593, 0.005635)

D -0.0004592 (-0.0008972, -0.000021)

Vertical setup

A 0.00405 (0.002787, 0.005302)

B -0.01849 (-0.02801, -0.008973)

C 0.001657 (0.001321, 0.001993)

D 0.0007068 (0.0004021, 0.001011)

Fig. 8 Damping ratio of the long specimen according to the

frequency: (a) freq. < 100Hz, (b) freq. < 1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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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가 증가할수록 감쇠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들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Roger[5]의 연구에서는 일방향 유리섬유 복합소재인 S2

glass/epoxy의 0o 및 90o 방향 적층 빔에 대한 감쇠비를

40Hz에서 1kHz대역에서 시험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시험에

서 얻어진 0o 및 90o 방향 적층 빔의 평균적인 최소 감소비

는 1.29×10-3 이고 최대 감쇠비는 약 3.50×10-3였다. 이에 반

해 본 연구의 동일 대역에서 측정된 최소 및 최대 감쇠비

범위 1.80×10-3-4.40×10-3였다.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가 약

간 높은 감쇠비를 보였다. 그 이유는 Roger의 경우 일방향

(unidirectional) 복합소재이나 본 시험에 적용된 시편은 4매

주자직의 직조된 시편으로 직조된 섬유간의 마찰에 의해 감

쇠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길이 300mm시편에서 추출된 감쇠비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에 감쇠비를 입력하여

주파수 응답 함수를 구하였다. Fig. 9는 시편의 두께가 3mm

와 6mm인 시편의 주파수 응답을 시험치와 비교한 것이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시험 및 해석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전동차용 대차프레임에 적용되는

4매 주자직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소재에 대한 고유진동 특

성과 주파수에 따른 감쇠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모달시험을 통해 얻어진 유리섬유/복합소재 빔의 고유

치는 300mm빔의 경우 20.8Hz였고, 해석을 통한 검증을 통

해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주파수에 따른 감쇠비 측정결과 감쇠비의 최대값은 최

소 고유치에서 발생하였다

3. 감쇠비의 주파수에 따른 특성은 초기 저주파 영역에서

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쇠비는 지수함수적으로 임계

치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주파수에 따라 증가하

였다.

4. 장시편을 통한 저주파 영역에 대한 상세 고찰을 통해

약 4.5Hz대역까지의 상세한 감쇠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

게 얻어진 주파수별 정량적인 감쇠특성은 향후 복합소재 대

차프레임의 동적거동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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