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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농업용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 경량성 및 연료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충돌에 대비한 재

질의 강도적인 측면에서 다소 자유로움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가공, 절곡, 도장 등의 복잡한 절차

를 통한 가공 공정을 대체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진공성형을 위한 전기차 전면부 3차원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보닛 및 휀더의 3차원 설계 및 진공성형 금형 기술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안정성과 

생산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주요 연구 절차는 CATIA를 이용한 설계 결과

물을 바탕으로 ABAQUS를 이용한 구조해석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고 3D Scanner를 이용하여 시제품의 

치수 확인을 통한 실효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농업용 전기차 주 고객층인 고령자 및 여성 농업 

종사자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전기차(Electric Vehicle), 구조해석(ABAQUS), 3차원 설계(CA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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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기차는 친환경 운송장치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농업용 전기차는 근거리의 화물이동이나 고령자 및 여성 농업 종사자

의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기본 전기차 전면부 제작 

방법은 레이저 가공 및 절곡, 도장 등의 복잡한 절차로 생산되기 

때문에 개별화된 제품의 경제성 및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정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으로 

진공성형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3차원 설계를 바탕으로 구조해석

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생산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전기차의 전면부는 Bonnet, Fender 등 5개 부품으로 

구성되며 부분적 파손이 발생할 시 대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진공성형방식은 생산 공정을 간소화하고 완성차 조립의 효율성

을 통하여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철제 위주의 

부품을 대체소재를 사용하여 차량의 경량화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는 다양화 및 소량생산의 특징을 가지는 농업용 전기차 

시장에서 차별적인 특징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 개발된 전기차의 평가는 고객 안정성을 고려한 차량 

외장 시제품 3D 설계의 타당성, 이전 제작공정에 대한 대체공정 

개발을 통한 생산 효율성 여부, 대체 물질의 경량화 정도 및 성형성을 

검토한다. 연구의 과정은 3D 모델링, 설계, 최적 대체소재 선택, 

금형 제작, 3D FEM 구조해석 및 실험, 조립 및 주행시험으로 이루어진

다.

Fig. 1. Procedure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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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sign and Implementation

차량 전면부를 Bonnet, Fender R/L, Grille, Bumper 의 5개 

부분으로 분리하여 설계한다. 이는 부품의 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설계한다.

Fig. 2. Design of vehicle front

진공성형을 위한 최적물질 검토 대상은 분자형상에 따른 분류에서

는 선상, 판상, 망상 고분자이며 산출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은 유무기 

천연 및 합성 고분자이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열적성질에 따라 

PVC, PP, PE, ABS와 같은 열가소성 소재와 페놀, 요소 수지 등과 

같은 열경화성 소재를 검토하고 진공성형 및 첨가제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ABS로 소재를 결정하였다. 각 부분별 금형과 제품은 

<Fig. 3>과 같다.

Fig. 3. Finished molds and products

제작된 제품의 성형정밀도는 공차 범위가 3mm이내의 목표치에 

부합하였고 진공 성형된 시제품을 3D 스캐너 후 역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수를 측정하였다. Bonnet의 치수측정은 <Fig. 4>와 같다.

Fig. 4. Bonnet's Dimension Measurements

시제품의 경량화 정도는 기존 SS400재질의 경우 11.80Kg에서 

8.50Kg으로 38% 경량화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전면부에 대한 구조해석 실험은 전면부 5개 부품을 실제와 동일한 

볼트 조립으로 구성하고 ABS의 물성데이터를 사용하여 94,199개의 

C3D4(Tera, Linear)의 요소들로 메시를 구성하였다. 해석은 

ABAQUS를 이용한 Axisymmetric 모델을 적용한 결과, 50ms동안 

자체의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변환되었을 경우 ABS로 제작된 전면부 

5개 파트 중 4개의 파트(Bonnet 제외)에서 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SS400으로 두께 3mm의 지지부를 구성하여 충돌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Fig. 5. Structural analysis results and support reinforcement

III. Conclusions

본 연구는 농업용 전기차의 양산 체계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증대 

및 제품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기존 전기차의 부품 경량화 및 연비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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