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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은 거점간의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운송수단이며, 

높은 안전성과 정시성을 가져 많이 이용되고 있다[1]. 특히 안전성

과 정시성을 중시하는 화물이나 중장비를 수송할 때 철도차량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철도차량을 화차라고 하며, 화차의 

사용목적에 따라 유조화차, 컨테이너 화차 등으로 나뉜다[2].
철도차량의 대차프레임은 철도차량 차체의 자중과 적재중량을 지

지하는 핵심 구조물로 일반 화차보다 높은 중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축 대차로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중 분담에 유리한 3축 대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3축 대차는 일반적인 2축대차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곡선 선회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높은 하중을 궤도에 분포시

켜 2축 대차보다 높은 하중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
대차 프레임이 파손되면 철도차량의 탈선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

어지게 된다. 
따라서, 철도차량 개발 시 대차 프레임의 구조안전성 확보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고, 철도안전법 등을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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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해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4].
철도안전법에 따라 대차프레임은 철도차량차체의 자중 및 화물

에 따른 정적하중에 대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해야하며, 대차 프레

임은 지면과 접촉하여 운행되기 때문에 진동 및 반복하중에 대한 

피로강도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평판 화차용 3축 대차 프레임의 수치 해

석적방법과 시험적 방법을 통해 구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때, 대차 프레임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에는 일반 철도차

량 기술기준과 EN 13749[6]에 따라 수행하였다. 수치 해석적 방법

은 상용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V13.0을 이용하여 구

조해석을 수행하였고, Goodman 선도를 이용하여 UIC 615-4[7] 
기준에 의한 조합 하중조건에 대해 피로 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험적 방법은 수치 해석적 방법의 하중조건과 동일하게 부과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 후 비파괴 검사를 통해 대차 프레임의 

파손 여부를 판단하여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2. 대차 프레임의 설계
대차는 축의 수에 따라 단축, 2축 및 3축 대차로 나뉘며, 보통 

철도차량에는 2축 대차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룬 

대차는 높은 하중을 운송하기 위한 평판화차에 사용할 대차로 높은 

하중에 유리한 3축 대차를 설계하게 되었다. 3축 대차는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2축 대차의 축 사이에 1개의 축이 추가적으로 삽입되

는 구조로 하중 분산에 좀 더 효과적인 구조이다.
본 연구의 대차에 적용된 소재는 저온 환경에서도 높은 강성 및 

강도가 확보되는 SC480이 사용되었다. 대차는 화차 한량당 총 하

중이 70 Ton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대차의 폭과 길이는 

각각 1,956 mm, 4,264 mm로 설계 되었다. Fig. 1은 대차 프레임

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3. 평가기준 및 하중조건
새롭게 개발되는 철도차량용 대차는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시험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하며, 평가 결과에서 

만족함을 보여야한다. 또한, 수치해석적 기법을 통한 해석 결과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대차 프레임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

기준에는 KS R9210, JIS E4207/4208, UIC 515/615-4 등이 있다.
설계된 3축 대차 프레임의 설계(안)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해 수치 해석적 방법과 시험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때, 대차 

프레임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는 일반 철도차량 기술기준과 EN 
13749에 따라 수행하였다. 구조안전성 평가는 극한 하중조건인 수

직하중, 전후하중, 좌우하중, 비틀림 하중과 정상 하중에서의 전후

하중, 좌우하중, 비틀림 하중에 대해 수행하였고 피로 강도 평가를 

위해 UIC 615-4 기준에 의한 조합하중조건을 도출하여 구조해석

을 수행하여, 구조해석 결과를 Goodman 선도를 이용하여 피로강

도를 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은 극한하중일 때 재료의 소성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정상하중일 때에 재료의 피로한도를 넘지 않아야한다. Table 
1은 EN 13749 규정에 따라 도출된 하중조건을 나타낸다.

4. 수치해석적 기법을 사용한 
대차 프레임의 구조 안전성 평가

4.1 유한요소 모델링 및 구속조건
구조 안전성 평가는 설계된 대차 프레임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Fig. 1 Schematics diagram of the three-axle bogie frame

Load case Exceptional
load case

Normal service 
load case

Vertical load Fz1max = 269.64 kN
Fzpmax = 404.46 kN

Fz1 = 179.760 kN
Fzp = 269.640 kN

Transverse load Fxmax = 52.16 kN Fx = 26.07 kN

Longitudinal load Fymax = 258.42 kN Fy = 138.19 kN

Twist load

Fz1max = 269.64 kN
Fzpmax = 404.46 kN
Fymax = 258.42 kN

The loads resulting 
from a track twist of 

1% (15.86 kN)

The loads resulting 
from a track twist of 

0.5% (7.93 kN)

Fz1max = 269.64 kN
Fzpmax = 404.46 kN

Table 1 Load case under EN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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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프레임은 4절점 쉘 요

소(4-node structural shell)을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이때,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수는 71,408개, 절점수 71,284개 이다. Table 2
는 구조해석에 사용된 물성정보를 나타내고, Fig. 2는 3축 대차 프

레임의 유한요소 모델링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대차 프레임은 3축 대차로 보통 사용되는 2축의 대차

보다 축이 하나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차륜의 경우 

총 6개로 기존 대차 프레임에 사용되는 구속조건과 다르게 갖도록 

하여야 한다.
구속조건은 대차 양끝 축은 일반 2축 대차의 구속조건과 동일하

게 단순지지로 부여하였으며, 대차 중간의 차륜은 높이 방향과 폭 

방향의 병진운동을 구속하므로 롤러지지 형태의 구속조건을 부여

하여 3축 대차의 구속조건을 부여하였다. Fig. 3은 수직하중에서의 

3축 대차 프레임의 구속조건 및 하중조건을 나타낸다.

4.2 구조 안전성 평가 결과
보통 2축 대차 프레임의 구조해석결과는 하중부과부와 차륜부분

의 구속조건 부여부에서 높은 응력을 보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의 3축 대차 프레임의 경우 구조해석결과 비교적 차륜부분에서 낮

은 응력분포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3축 대차가 2축 대차에 

비해 차륜부분의 하중분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2축 대차보다 

높은 하중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3축 대차의 구조해석 결과 극한하중 조건의 수직 하중에서 최대 

Von-Mises 응력이 180 MPa 나타났다. 이는 SC480의 항복강도

인 245 MPa보다 낮은 응력으로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3축 대차의 평가기준인 극한하중일 때 재료의 소성변형이 발생하

지 않아야함을 만족하였다. Fig. 4는 전후 하중에 대한 Von-Mises 
응력 결과를 보여주며, Table 3은 예외하중조건의 해석결과를 나

타낸다.

4.3 피로 강도 평가
구조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설계(안)의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UIC 615-4 규정에 의해 주운용하중조건을 적용하

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고, 구조해석 결과를 조합하여 피로강도

를 평가하였다. 이때, 주운용하중조건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는 

Goodman 선도상에 표현하여 평가하였다.
Goodman 선도의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은 각 하중조건들에 대한 

해석결과를 식 (1)과 식 (2)를 통해 도출하였다. 식 (1)과 (2)는 각

각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을 구하는 식을 나타낸다.

Fig. 4 Contour of Von-Mises stress for three-axle bogie frame 
under longitudinal load

Load case Von-Mises stress (MPa)
Vertical load 180

Transverse load 160
Longitudinal load 132

Twist load
173
175

Table 3 Analysis results of the exceptional load

Density
(kg/m3)

Modulus of 
elasticity (GPa) Poisson's ratio Yield strength

(MPa)

7,850 200 0.3 245

Table 2 Mechanical property of SC480

Fig. 2 Finite elements model of three-axle bogie frame

Fig. 3 Load and boundary condition for vertic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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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min (1)

∆ 
maxmin (2)

Fig. 5는 Goodman 선도에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을 나타낸 것이

다. 이때, 그래프상의 실선은 SC480의 피로한도를 나타내고, 그래

프 내의 점은 3축 대차의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을 각각 도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5 그래프 실선 안에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의 

분포는 피로강도 평가 결과 각각의 하중은 피로한도 기준인 107 
사이클 이상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기

준인 정상하중일 때의 재료의 피로한도를 넘지 않아야함을 만족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시험적 방법을 사용한 
대차 프레임의 구조 안전성 평가

5.1 대차 프레임의 정하중 시험치구
앞절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함을 확인한 대차 프레임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였다. 시험은 단축 스트레인 게이지 44개
와 3축 스트레인 게이지 4개를 부착하였고, 13개의 로드셀을 통해 

하중 및 반력을 측정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의 경우 구조

해석결과를 통해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과 구조적 취약부에 

부착하였다. Fig. 6은 3축 대차 프레임의 시험 모습을 나타낸다.

5.2 대차 프레임의 정하중 시험평가
정하중 시험평가의 시험 하중은 구조해석에 부과한 하중과 동일

한 Table 1과 같이 부과하였으며, 하중 부과는 0%, 50%, 75%, 
100%, 75%, 50%, 0%의 단계로 부과하였다.

시험결과 좌우하중에서 최대 168.1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항복응력 이내의 하중으로 구조 안전성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수치해석적인 결과와 시험을 통한결과를 비교한 결

과 같은 하중조건에서 동일한 부분에 최대응력을 보였다. 그리고 

수직하중을 제외한 다른 하중조건에서는 응력이 비교적 잘 일치

함을 보였으나 수칙하중에서는 최대 오차가 26.7%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차 프레임간의 연결부로 실제 구조물에서는 면이 접촉하

나 수치해석에서는 면간의 접촉 모사가 제한되어 응력집중이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치해석 상에서의 응력집중으로 인한 최

대 응력이 발생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는 시험과 비교적 잘 일치

하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4는 예외하중 조건에서의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5.3 비파괴 검사
본 대차 프레임의 정하중 시험 후 균열유무와 제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량을 검출할 목적으로 비파괴 검사인 자분탐상검사

(MT)를 실시하였다. 자분탐상검사는 전자석 장비를 사용하여 검

Fig. 6 Load test shape for vertical load

Load case Stress (MPa)
Vertical load 142.1

Transverse load 168.1
Longitudinal load 132.7

Twist load 138.1
152.2

Table 4 Test results of the exceptional load

Fig. 5 Goodman diagram with endurance limit of 107 cycle 
under main in servic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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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물에 결함이 있으면 자력선의 교란이 생겨 

결함부에 자분이 일정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결함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비파괴 검사 방법은 탄소강의 구조

물 표면에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균열을 검출할 때 사용된다[8]. 비
파괴 검사 결과 대차 프레임에 균열은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대차 프레임의 구조안전성을 시험적 방법을 활용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Fig. 7은 정하중 시험 후 비파괴 검사 모습을 나타낸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북 및 접경지역 화물철도 운영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평판화차의 주행장치에 대해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량물 운송을 위한 평판화차에 사용되는 3축 대차를 개발하고 

개발된 대차 프레임의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해 수치해석적 방법과 

시험적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수직하중에서 26.7%, 최저 

오차가 전후하중에서 0.5%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차 프레임간의 

연결부로 실제 구조물에서는 면이 접촉하나 수치해석에서는 면간

의 접촉 모사가 제한되어 응력집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치해석 상에서의 응력집중으로 인한 최대 응력이 발생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는 시험과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피로강도 평가를 위해 UIC 615-4 규정에 따라 하중 조건을 

산출하였고 산출된 하중조건에 따라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을 구하여 Goodman 선 

도에 표기하여 피로강도를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만족

함을 보였다. 또한 정하중 시험 후 균열유무와 제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량을 검출할 목적으로 비파괴검사인 자분탐상검사를 실

시하였고 실시결과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3축 대차 프레임은 수치해석적 방법과 시험적 방법 모두 

철도안전법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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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on-destructive evaluation after the static load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