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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강성, 고강도, 경량화는 기계구조물을 설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성능들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성능들의 향상을 위하여 CAE 기반의 

구조최적화 기법을 적용하는 사례를 자동차 등의 

수송기계산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위

상최적화의 적용은 기존 모델과는 다른 레이아웃

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1990

년대 중반부터 부품 경량 설계에 도입이 시도되었

고 최근에도 그 쓰임새가 활발하다.
(1,2)

 자동차 부

품 설계에 구조최적화 기술의 적용이 활발한데 비

하여 철도차량 분야에 적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많

지는 않다.
(3)
  

본 연구는 유한요소해석 기반 위상최적화 기법을 

철도차량 주요부품인 대차 경량 설계에 적용하고

Key Words: Topology Optimization(위상최적화), Lightweight(경량화), Brake Bracket(제동장치 브래킷), 

Composite Bogie(복합소재 대차) 

초록: 본 연구에서는 위상 최적 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의 제동장치 브래킷 경량 설

계를 수행하였다. 제동장치 브래킷은 12t 와 9t 로 각각 두 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상최적화시 

설계영역은 단면적이 가장 넓은 수직면과 수평면으로 설정하였다. 제한조건은 제동장치 브래킷의 Z 축

의 변위 값을 초기 변위 값보다 2.5% 증가이고, 목적함수는 제동장치 브래킷의 질량 최소화로 하였다. 

또한 최적화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차프레임을 생략하고 대차프레임 대신 1D beam 요소를 적용하

여 Z 축 변위를 기준으로 전체모델과 동일하게 등가시켜 두 모델간의 상관성을 확보 하였다. 그 결과 

12t모델은 60kg, 9t모델은 31kg 감소하였고, 최적화 모델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lightweight design of a brake bracket for a composite bogie was studied by considering two 

brake bracket models with thicknesses of 12t and 9t, respectively. For achieving this goal,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opology optimization were conducted. Firstly, the largest cross-sectional areas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plates of 

the brake bracket were selected as the design variables. As the constraint, the Z-axis displacement of the brake bracket 

was increased by 2.5 units from the initial displacement value. The minimum volume fraction of the design regions was 

chosen as the objective function. The full model comprised a composite bogie frame and brackets attached together. 

However, to reduce the analysis time, 1D beam elements were used instead of the composite bogie frame by ensuring 

its equivalence with the full model.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weights of the 12t and 9t models of the brake bracket 

were reduced to 60 kg and 31 kg, respectively. 

† Corresponding Author, jskim@krri.re.kr 

Ⓒ 2015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84 

자 한다. 유한요소해석은 상용 소프트

Altair 사 HyperWorks 의 Radioss 모듈을

위상최적화는 동일한 프로그램의 Optistruct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4)
 복합소재 대차에는

치 브래킷을 비롯한 에어스프링 브래킷

부 브래킷과 같은 스틸 브래킷들이

있다. 복합소재 대차의 무게 총 806kg

래킷이 차지하는 무게는 절반 이상인

이중 제동장치 브래킷의 무게는 358kg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Fig. 1).
 (5~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상최적설계를

여 제동장치 브래킷의 경량화 모델을

검증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차의 

지지 정도에 따라서 12t 와 9t 로 

때문에 실제 대차에 적용되고 있는

최소두께를 고려하여 두께 12t 모델과

를 9t 로 감소시킨 모델을 대상으로

화를 통해 얻은 모델의 유한요소해석

탕으로 피로강도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다. 

2. 제동장치 브래킷 위상최적설계

2.1 위상최적화란 

위상 최적설계(Topology optimization)

대 Rozvany 와 Prager 에 의해 레이아웃

적설계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요소의 모든 절점을 연결하는 트러스

든 후 각각의 트러스 요소에 대한

정하는 것이었다. 이후 1988 년 Bends

가 연속체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8)
 그들의

합재료의 강성계수 계산법을 응용한

이후 좀더 간단한 밀도법이 소개되면서

가 진행되었다. 현재는 구조물에 적용해

 

Fig. 1 Brake bracket for composite bogie

이 우 근·김 정 석 

소프트 프로그램인 

모듈을 사용하였고 

Optistruct 모듈을 

대차에는 제동장

브래킷, 축상체결 

들이 볼트결합 되어 

806kg 중 스틸 브

이상인 454kg 이고 

358kg 으로 가장 
7)
 

위상최적설계를 이용하

모델을 설계하고 

 두께는 하중의 

 구성되어 있기 

있는 최대두께와 

모델과 전체 두께

대상으로 하였다. 최적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

안전성을 검증 하였

위상최적설계 

(Topology optimization)는 1960 년

레이아웃(layout) 최

. 이 개념은 유한

트러스 구조물을 만

대한 단면계수를 조

Bendsøe 와 Kikuchi

있는 이론을 발표

그들의 이론은 복

응용한 것이었으나, 

소개되면서 많은 연구

적용해 초기 설 

 

Brake bracket for composite bogie 

계가 없이도 적용 시킬 수

설계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위상최적설계에는 크게 두

교이방성(orthotropic) 물질의

균질화법(homogenization method)

물질의 강성계수를 이용한

이 그것이다. 그러나 계산의

조물을 다룰 때는 후자가 주로

이든 기본적인 물질의 강성계수를

의 함수로 표현하여, 이 변수가

재하고 0 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수에 2 승 또는 3 승을 함으로써

수렴하게 된다.
(9~11)

 

 

2.1.1 밀도함수법 

이 기법은 Mlejnek 와 Schirrmacher

으로 물질 밀도의 분포를 

법의 각 요소에 밀도에 해당되는

하여 밀도 분포(density distribution) 

밀도가 1 인 것은 꽉 찬 요소

인 것은 구멍(void)에 해당된다

사이의 관계는 균질화법을

상 재료를 도입하여 그 관계를

있다. 최적의 밀도 분포가 

사이의 중간 갑이 문제가 된다

없애기 위해 밀도와 탄성계수

강하게 하거나 중간 값에 

ion)하는 방법이 있다. Fig. 

용하여 외팔보의 자유단에

경우에 대한 위상 최적화 결과를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용하여 대차 프레임 시험 방법중

에 하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적용하여 도시철도차량 복합소재

브래킷을 위상최적화 하였다

 

Fig. 2 Topology optimization of cantilever beam

수 있으므로 제품의 개념 

쓰인다.  

두 가지로 분류된다. 직

물질의 강성계수를 이용한 

(homogenization method)과 등방성(isotropic) 

이용한 밀도법(density method)

계산의 수월함 때문에 큰 구

주로 쓰인다. 어느 방법

강성계수를 인위적인 변수

변수가 1 이면 물질이 존

않는다. 0 과 1 사이의 변

함으로써 결국 0 또는 1 로 

Schirrmacher 제안한 방법

 고려한다.
(12)
 유한 요소

해당되는 설계변수를 할당

(density distribution) 문제로 바꾸고 

요소(solid)에 해당하고 0

해당된다. 밀도와 탄성계수 

균질화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가

관계를 임의로 가설할 수 

 구해지고 나면 0 과 1

된다. 이러한 중간 값을 

탄성계수 사이의 비선형성을 

대해서 벌칙화(penalizat-

Fig. 2에는 밀도함수법을 이

자유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설명한 밀도함수법을 이

방법중 브레이크 브래킷

발생하는 브레이크 하중을 

복합소재 대차용 제동장치 

하였다.
(13,14)

  

 
Topology optimization of cantilever beam 



위상 최적 설계를 통한

   

 

2.2 최적설계 문제 정의 

제동장치 브래킷의 무게를 최소화

목적함수를 부피율의 최소화에 두고

부피율로 설정하였다. 제한조건은 Z

값으로 설정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나
 

Design Variable : ΦD.A. 

Objective Function : Vopt/ VD.A. = Φmin 

Constraints : δ
opt

z ≤ δ
i
z + δ

i
z x 0.025 

 

* ΦD.A. : 설계영역 부피율 

* VD.A. : 설계영역의 부피 

* Vopt : 최적화된 부피 

* δ
i
z: Z축 초기 변위 값 

* δ
opt

z: Z축 최종 변위 값 
 

설계변수 Φ 는 부피율(Volume fr

한다. δiz 은 Z 축의 초기 변위 값을

은 같은 절점에서 최종변위 값을 

화의 조건을 정리하면 초기 해석에서

값보다 2.5% 증가시켜 부피율의 

찾는 것이다. +2.5% 변위 조건을 

는 설계영역의 범위를 넓혀 주기 

행연구를 통해 변위 조건을 0% ~ 15%

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한 

출하였다. 

 

2.3 유한요소 모델링 

최적화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이 가장 넓은 제동장치 브래킷의 

(Vertical and horizontal plates)을 

region)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에는

설정된 값들을 나타내고 있고, Fig. 

건으로 설정된 절점의 위치들을 확인할

위의 절점들은 비설계영역에 포함되어야

우대칭으로 총 8개의 절점들을 지정하였다

 

Table 1 Value of Z-axis displacement

 

9t Z-axis displacement 12t Z-axis displacement

Initial 
Optimization 

(2.5%증가) 
Initial 

1 3.89 3.99 2.29 

2 2.87 2.94 1.82 

3 1.93 1.98 1.21 

4 1.09 1.12 0.68 

5 -3.89 -3.99 -2.29 

6 -2.83 -2.90 -1.82 

7 -1.90 -1.95 -1.29 

8 -1.11 -1.14 -0.64 

 

통한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용 제동장치 브래킷의 경량화
 

최소화 하기 위하여 

두고 설계 변수는 

Z 축 방향의 변위 

나타내었다. 

 

(Volume fraction) 을 의미 

값을 나타내고 δfz 

 나타낸다. 최적

해석에서 얻은 변위 

 최소값(Φmin)을 

 적용하는 이유

 위해서이다. 선

0% ~ 15% 늘리는 조

 설계영역을 도

 위해서 단면적

 수직과 수평면

 설계영역(Design 

에는 제한조건으로 

Fig. 3 에는 제한조

확인할 수 있다.  

포함되어야 하며 좌

지정하였다.  

axis displacement 

axis displacement 

Optimization 

(2.5%증가) 

2.35 

1.87 

1.24 

0.70 

-2.35 

-1.87 

-1.32 

-0.66 

위상최적설계 해석시간 단축을

브래킷은 2D shell(CTRIA3, 

하고,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을

을 사용하여 등가모델을 해

을 확보하였다. 

Fig. 4에는 모델의 등가 

선 대차프레임과 제동장치

1D beam(RBE2, 179mm x 129mm, 15t)

고 제동하중시 발생하는 브래킷의

대처짐을 기준으로 1D beam 

의로 변경 하면서 전체모델과의

켰다. 최종 확정된 1D beam

11GPa 이고 전체 모델과 등가모델의

위는 각각 4.4mm, 4.3mm 로

가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Fig. 4(a)에는 위상최적화시

나타나 있다. 제동 하중은 

에 Z방향으로 ±15.4kN을 

추가된 빔 요소와 경계조건을

용 하중은 ‘도시철도차량의

의 대차시험 하중 가운데 

크게 발생하는 제동하중을

또한 시험 조건과 동일하게

 

 

Fig. 3 Simple modeling of brake bracket
 

 

Fig. 4 Load and boundary condition

경량화 연구 285 

단축을 위하여 제동장치 

2D shell(CTRIA3, CQUAD4) 요소를 사용

대차프레임을 생략하고 1D beam 

해 전체 모델과의 상관성

 방법이 나타나 있다. 우

제동장치 브래킷의 결합부위에  

beam(RBE2, 179mm x 129mm, 15t)을 모델링 하

브래킷의 Z 축 방향의 최

1D beam 의 탄성계수 값을 임

전체모델과의 동일하게 등가 시

1D beam 의 탄성계수 값은 

등가모델의 Z 축 최대변

로 차이는 약 2%로 등가

보여준다.   

위상최적화시 적용된 제동하중이 

 제동 장치 브래킷 양끝

 설정하였다. Fig. 4(b)는 

경계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적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브래킷에 하중이 가장 

제동하중을 적용하였고 경계조건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5)
  

 

 

 

Simple modeling of brake bracket 

 

Load and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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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 of brake bracket

 
Young’s 

Modulus(GPa) 

Poisson’s 

ratio 

Density

(kg/m

Brake 

Bracket 
210 0.3 7850

1D 

Beam 
11 0.3 7850

 
Table 2 에는 제동장치 브라켓과 

료특성들이 나타나 있다. 제동장치

은 일반적인 스틸의 재질과 동일하고

12t 두 종류의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2.4 위상최적화 

Fig. 5 과 Fig. 6 은 각각 9t 와 12t

설계영역의 수렴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경우 총 33 번의 반복계산을 통하여

되었다. 5~7 번째의 계산과정에서 

제한조건보다 크게 발생하여 최적화

점프가 발생하였으나 추가 계산을 

적으로 계산이 완료 되었다. 12t 모델은

반복계산을 통하여 결과가 도출 되었고

째의 계산과정에서 제한조건을 넘는

하여 최적화 수렴 커브에 점프가 발생하였지만

의 경우와 동일하게 커브가 안정적으로

다.  

Fig. 7 와 Fig. 8 은 각각 9t 와 12t

설계영역의 수렴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경우 총 35 번의 반복계산을 통하여

되었고, 17~20번째 계산과정에서 변위가

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차이가 수직면

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12t 모델은

복계산을 통하여 결과가 도출 되었고

계산과정에서 제한조건에 대한 위반이

결과적으로 두 모델 모두 그래프를

율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두 모델의 해석 조건은 같지만 최종

이유는 초기 두께 조건이 다르기 

있다. 

최적화결과 수직면에서 9t 모델은

감소하였고 12t 모델에서는 10kg의

였고 수평면에서는 9t 모델이 13kg

하였고 12t 모델에서는 20kg 의 무게가

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설계영역 면적이 더

서 무게 감소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는

하였다.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우 근·김 정 석 

Material of brake bracket 

Density 

(kg/m3) 

Thickness 

(mm) 

7850 9 12 

7850 15 

 1D beam 의 재

제동장치 브라켓의 물성

동일하고 두께는 9t와 

하였다.  

12t 모델의 수직면 

있다. 9t 모델의 

통하여 결과가 도출 

 Z 축의 변위가 

최적화 수렴 커브에 

 통해 다시 안정

모델은 총 53번의 

되었고 28, 29 번

넘는 변위가 발생

발생하였지만 9t

안정적으로 수렴하였

12t 모델의 수평면 

있다. 9t 모델의 

통하여 결과가 도출 

변위가 제한조건

수직면 최적화 과정

모델은 총 33 번의 반

되었고, 18~20 번째 

위반이 발생되었다.  

그래프를 통하여 부피

확인 할 수 있다. 

최종 형상이 다른 

 때문이라 할 수 

모델은 9kg 의 무게가 

의 무게가 감소하

13kg 의 무게가 감소

무게가 감소한 것

더 넓은 수평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

있듯이 9t 모델의 경 

Fig. 5 Vertical plate of 9t model
 

Fig.6 Vertical plate of 12t model
 

Fig. 7 Horizontal plate of 9t 
 

Fig. 8 Horizontal plate of 12t model
 

Fig. 9 Topology optimization results

 
Vertical plate of 9t model 

 

Vertical plate of 12t model 

 
orizontal plate of 9t model 

 

Horizontal plate of 12t model 

 

Topology optimiz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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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모델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동일한 하중조건 

하에서의 최적화 결과 12t 모델에 비해 면적의 감

소 정도가 적은 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3. 최적화 결과의 검증 

Fig. 10 에는 최종적으로 위상최적화된 모델을 대

차프레임에 적용하여 브레이크 하중시 대차의 응력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Table 

3 에는 9t 와 12t 제동장치 브래킷 각각의 모델의 최

적화 전후의 주요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다.  

9t 모델의 최대 VonMises stress 는 5.26%, Z 방향 

변위는 약 7.9% 증가하였고 무게는 개당 약 17.2% 

(22kg) 감소하였다. 12t 모델의 최대 VonMises stress

는 9.64%, Z방향 변위는 약 5.0% 증가하였고 제동

장치의 무게는 개당 약 16.2% (30kg)의 무게를 절

감하였다. 9t 모델의 경우 두께가 얇기 때문에 최

대 VonMises stress 값과 변위 값이 12t 모델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무게 측면에서는 9t 모델이 12t 

모델 보다 초기무게가 약 57kg 더 가볍기 때문에  

 

Table 3 Comparison of initial and optimization model 

Model 

Max. 

VonMises 

(MPa) 

Z-axle 

Displacement 

(mm) 

Mass 

(kg) 

9t 

Initial 93.34 4.42 128 

Optimization 98.25 4.77 106 

Difference(%) 5.26 7.92 -17.19 

12t 

Initial 49.81 3.92 185 

Optimization 54.61 4.11 155 

Difference(%) 9.64 4.85 -16.22 

 
 

 
 

Fig. 10 FE analysis result of topology optimization 

무게감량 정도는 12t 모델의 크게 나타났지만 최

종 최적화된 모델의 무게는 9t모델의 무게가 개당 

49kg 더 가벼운 것을 확인하였다. 수직면 보다 수

평면의 부피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수평면보다 수직면의 하중을 지지하는데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적화된 모델들의 최종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복합소재 대차프레임전체 모델을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서 피로강도 평가를 하였다. 피로강도 

의 평가는 대차프레임의 피로강도 평가 기준에 따

라 수행되었다.  

피로강도 평가 기준에 주어진 운행조건에서 발

생하는 응력을 구조해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를 

응력진폭(식 (1))과 평균응력(식 (2))의 결과로 

Good-man 선도에 나타내게 된다. 이때, 발행하는 

응력진폭과 평균응력이 적용 재료의 피로한도를 

넘지 않으면 구조물이 피로강도를 만족하는 것으

로 판단하게 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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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에는 위의 응력조합식의 구체적인 값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4 Load cases for fatigue strength evaluation 

Load case 
Stress 
symbol 

Load value 

(kN) 
Remark 

Vertical 
A 252 Static (1.0G) 

B 327.6 Dynamic (1.3G) 

Twisting 
C1 12mm Z-direction +twisting 

C2 12mm Z-direction -twisting 

Traction 
D1 76 Running forward 

D2 76 Running backward 

Lateral 
E1 76 Left 

E2 76 Right 

Braking 

F1 15.4 Running forward 

F2 15.4 
Running 

backward 

12t model

9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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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oodman diagram of optimized 9t model 

 

 
Fig. 12 Goodman diagram of optimized 12t model 

 

피로강도 평가를 위해 앞서 진행한 브레이크 하

중 시험 이외의 수직 하중, 비틀림 하중, 전후하중, 

좌우 하중 해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브레이크 

하중시 응력집중이 발생하는 포인트들을 각하중 

케이스별로 출력된 응력은 조합 응력으로 환산하

여 피로 내구 선도를 이용하여 무한수명 여부를 

판정한다. 조합 응력은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으

로 구분되며, 식 (1)과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 피로강도 평가 결과

가 Fig. 11과 Fig. 12에 나타나 있다. 9t 모델의 경

우 최대 응력이 98.3MPa 로 허용 용접부 피로강도 

70MPa 보다 크게 나타났고 12t 모델의 경우는 최

대 응력이 55MPa 로 다른 부분들보다 크게 나타

났지만 허용 용접부 피로강도 보다는 적게 나타났

다.  

4. 결 론 

제동장치 브래킷의 위상최적화 결과 9t 모델에

서 22kg 감소하여 최종 모델의 무게가 106kg 이고 

12t 모델은 무게를 개당 약 30kg의 무게를 절감하

여 최종 모델의 무게가 155kg 으로 나타났다. 각각

의 모델을 대차프레임에 적용하면 648kg, 746kg 으

로 대차프레임 30% 경량화가 실현 가능하다. 최

적화된 제동장치 브래킷 최대 VonMises stress는 9t 

모델 98.3MPa, 12t 모델 54.6MPa 로 나타났다. 브

래킷에 적용된 재질(SM490)의 가장 취약한 용접

부 피로강도 70MPa 으로 9t 모델의 경우는 용접부 

피로강도 보다 크게 나타났고 12t 모델은 작게 나

타났다. 따라서 위상최적화된 두 모델의 피로강도 

평가를 통하여 9t모델의 경우 용접부에 보강이 필

요한 것을 확인하였고 12t 모델은 최적화 결과   

역시 안전성이 만족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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