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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 광역권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

해 새로운 도시교통체계로서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이 도입되

고 있다. 경전철은 기존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정시성 및 친환경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

러한 경전철 종류에는 모노레일, 자동무인경전철(AGT), LIM,

노면전차 등이 있다[1,2].

특히, 모노레일은 2~4량을 1편성으로 하여 궤도형태의 1

개 주행로를 따라 차량이 현수식 또는 과좌식으로 주행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고무차륜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궤

도를 감싸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다른 경전철에 비해 도

시미관 및 공간 활용성 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갖는다[3,4].

이러한 모노레일은 처음 독일 뷔퍼탈(wuppertal)에서 운행되

었으며, 현재는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

다[5-7]. 그러나 국내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서 많은 부분

을 국외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연구개발 중인 모노레일은 국내 독자기술로 개

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 3호선에 운행될 예정이다[8]. 이

때, 모노레일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대차 프레임의 설계

는 차체의 자중 및 승객하중에 따른 정적하중에 대해 구조

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지면과 접촉하여 운행되

기 때문에 진동 및 반복하중에 대한 피로강도가 충분히 보

장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차 프레임 설계시에는 동적

하중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를 통하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9-11]. 이때, 일반적인 대차 프레임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

가 기준에는 KS R9210[12], JIS E4207/4208[13], UIC 515/

615-4[14] 등이 있으나,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직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 설계(안)의

구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요구조건에 부

합한 최종 설계모델을 제시하고, 이 설계모델에 대한 피로

강도 평가를 수행하여 피로수명을 예측하였다. 이때, 하중조

건은 유럽규격인 UIC 615-4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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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es 응력 결과를 통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피로강도는 UIC 615-4 기준의 규정에 따라 조합 주

운용하중조건에 의해 평가되고, 일괄처리 기능을 갖는 winLIFE v3.1을 이용한 피로해석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설계된 대차 프레임은 구조적 안전성 및 피로강도를 만족하였으며, 일괄처리 기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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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v11.0을 이용하여 구조해석

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Goodman 선도를 이용하여 UIC 615-

4 기준에 의한 17개의 조합 주운용하중조건에 대해 피로강

도를 평가하고, 이를 일괄처리 해석기능을 갖는 피로해석 전

용 프로그램인 winLIFE v3.1을 이용한 피로해석 결과와 비

교 검증을 통하여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2. 평가기준 및 하중조건

현재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구조 안전성 평가는 일본의 모기업에

서 유사한 구조로 제작되어 현재 운행중인 모노레일의 대차

프레임에 대한 시험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하중조건을 선정

하였다. 이때, 피로강도 평가를 추가로 수행하고자 유럽철도

규격인 UIC 615-4를 적용하여 하중조건을 비교한 결과 시

험평가서에 비해 동하중계수 등의 차이로 인해 각 하중값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모노레

일 대차프레임에 UIC 615-4기준의 적용을 통해 더 가혹한

하중조건에서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 및 피로강도 평가를 수

행하였다. UIC 615-4 기준에서는 하중조건을 예외하중

(exceptional load), 주운용하중(main in-service load), 특수운

용하중(particular in-service load)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하중과 주운용하중에 대해 각각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1은 설계된 모노레일 차체, 대차 및 궤도의 형상을 보

여주며, Table 1은 하중제원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2.1 예외하중 조건

예외하중 조건은 대차 프레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하중

들을 나타낸 것으로서, 대차 프레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Table 2는 예외하중 조건들을 나타낸 것으로서, 모노레일

대차프레임의 형상을 고려하여 하중조건을 선정하였다. 이

때, 수직하중과 좌우하중은 UIC 615-4기준에 따라 적용하

였으나, 일반적인 대차프레임에 발생되는 비틀림 하중은 1

개의 주행로를 운행하는 모노레일의 특성상 제외되었다. 반

면,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코너링 하중 조건은 모노레

일 대차프레임이 곡선부 주행시에 가이드 형태의 궤도를 탈

선하지 않도록 적용된 안내륜에서 받게 되는 반력을 고려하

여 추가로 적용하였다. 수직하중과 좌우하중 및 코너링 하

중은 식(1)과 (2)를 통해 계산되었다.

(1)

(2)

여기에서, g는 중력가속도, nb는 대차의 개수, ne는 대차

당 휠셋 개수, mv는 공차중량, m+는 대차중량, c1은 승객하

중을 각각 나타낸다. 

2.2 주운용하중 조건

주운용하중 조건은 대차 프레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직하

중, 좌우하중 및 코너링 하중들에 대해 중첩된 하중조건들

을 나타낸 것으로서, 대차 프레임에 대한 피로균열 여부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Table 3은 주운용하중 조건들을 나타낸 것으로서, 대차의

동하중 변화를 고려하여 하중조건들이 선정되었다. 이때, UIC

615-4규정에서는 9가지 하중에 대해 나타내었으나, 모노레

일 대차프레임의 특성상 코너링 하중을 추가로 고려하여 17

가지 하중조건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직하중과 좌우

하중 및 코너링 하중은 식(3)과 (4)를 통해 계산되었다.

(3)

(4)

여기에서, c2는 승객하중을 나타낸다.

Table 2 Load conditions for the exceptional load

Load case
Vertical load(N) Lateral load(N) Cornering load(N)

Fz1 Fz2 Fy Fc

1 40956.8 40956.8 0 0

2 26621.9 26621.9 17609.0 0

3 26621.9 26621.9 0 17609.0

Fz1 Fz2

1.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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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 c

1
n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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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orail form and dimensions

Table 1 Weight of monorail

Items Weight (kg) Note

공차중량 6,000 -

최대 승객하중 4,000 -

대차 중량 1,150 2 set

스프링당 중량 1,850 2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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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차 프레임의 구조안전성 평가

3.1 유한요소 모델링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의 구조 안전성 평가는 UIC 615-4

기준에 따른 예외하중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v11.0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때, 각 프레

임들은 2차원 쉘 요소(shell 63)를 사용하여 모사하였으며,

구동축 및 기어박스는 3차원 솔리드 요소(solid 45)를 사용

하여 모사하였다. 그리고 프레임 연결부위의 볼트는 3차원

Timoshenko 빔 요소(beam 188)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접촉

되는 프레임은 접촉 조건(contact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Table 4는 대차 프레임 설계시에 적용된 물성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1차 설계모델에는 SM400이 적용되었고, 2차

설계모델에는 SM400과 STKR400이 각각 적용되었다. 그리

고 3차 설계모델에는 SM490A가 적용되었다. 

3.2 설계에 따른 구조 안전성 평가 결과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의 구조해석을 통해 제시된 설계(안)

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설계모델을 도출

하였다. 이때,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강도 및 강

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가 보강되었으며, 프레임 연결방식은

제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되었다. 

3.1.1 1차 모델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의 1차 설계모델에 대한 주요특징은

Fig. 2에 나타나 있듯이 수직하중을 받는 부분이 프레임 중

심부에 설계되었으며, 구동축에 견인봉이 연결된 형상을 갖

는다. 또한, 사각관 형상을 갖는 각 프레임들의 연결부분은

볼트를 이용하여 체결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때, 구조해석에

적용된 유한요소모델은 절점수와 요소수가 각각 62,790개와

122,444개이다.

Table 5는 대차 프레임의 1차 설계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최대 Von-Mises응력은 첫 번째 하중

조건에서 771.2MPa이 수직하중을 받는 프레임 부분에서 발

생되었으며, 이는 SM400의 항복강도인 250MPa 이상으로 구

조적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최대 변위 역시 첫 번째

하중조건에서 6.729mm가 상부 프레임에서 발생됨을 확인하

였다. 1차 설계모델의 구조해석 결과 수직하중을 직접적으

로 받는 프레임 부분의 강도가 취약하여 구조적 보강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각 하중조건에 따른 변위가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used to bogie frame

Material

Elastic 

modulus 

(GPa)

Density

(kg/m3)

Poisson’s 

ratio

Yield 

strength 

(MPa)

SM400 210 7,850 0.3 250

STKR400 200 7,850 0.3 245

SM490A 210 7,850 0.3 330

Table 3 Load conditions for the mail in-service load

Load case
Vertical load(N) Lateral load(N) Cornering load(N)

Fz1 Fz2 Fy Fc

1 22759.2 22759.2 0 0

2 20483.3 15931.4 0 0

3 20483.3 15931.4 14200.0 0

4 29587.0 25035.1 0 0

5 29587.0 25035.1 14200.0 0

6 15931.4 20483.3 0 0

7 15931.4 20483.3 -14200.0 0

8 25035.1 29587.0 0 0

9 25035.1 29587.0 -14200.0 0

10 22759.2 22759.2 14200.0 14200.0

11 20483.3 15931.4 14200.0 -14200.0

12 20483.3 15931.4 14200.0 14200.0

13 29587.0 25035.1 14200.0 -14200.0

14 29587.0 25035.1 -14200.0 14200.0

15 15931.4 20483.3 -14200.0 -14200.0

16 15931.4 20483.3 -14200.0 14200.0

17 25035.1 29587.0 -14200.0 -14200.0

Fig. 3 Contour of Von-Mises stress for 1st design model under

load case 1

Fig. 2 The 3D drawing of 1st desig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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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생되어 강성 보강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은 1차 설계모델의 첫 번째 하중조건에 대한 Von-Mises

응력 결과를 보여준다.

3.1.2 2차 모델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의 2차 설계모델에 대한 주요특징은

Fig. 4에 나타나 있듯이 수직하중을 받는 부분의 집중하중

을 분산시키기 위해 4곳에서 수직하중을 받도록 설계를 수

정하였다. 또한, 대차 프레임의 제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

동축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 프레임으로 구분된 형태로 설

계가 변경되었으며, 1차 설계모델의 차체와 연결되는 견인

봉은 프레임 중심부의 센터 피봇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그

리고 프레임을 서로 연결해주는 체결볼트 대신 용접방식으

로 설계가 수정되었다. 이때, 구조해석에 적용된 유한요소모

델은 절점수와 요소수가 각각 104,868개와 190,968개이다.

Table 6은 대차 프레임의 2차 설계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최대 Von-Mises응력은 첫 번째 하

중조건에서 294.3MPa이 수직하중을 받는 프레임의 용접부

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STKR400의 항복강도인 245MPa

이상으로 아직까지 구조적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최

대 변위는 세 번째 하중조건에서 2.282mm가 좌우하중을 받

는 하부 프레임에서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2차 설계모델의

구조해석 결과 1차 설계모델과 마찬가지로 수직하중을 받는

프레임 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변위 결과는 1차 설계모델에 비해 전체

적으로 감소되어 강성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5는 2차 설계모델의 첫 번째 하중조건에 대한

Von-Mises 응력 결과를 보여준다.

3.1.3 3차 모델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의 3차 설계모델에 대한 주요특징은

Fig. 6에 나타나 있듯이 2차 설계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결

과에서 수직하중에 따라 응력이 많이 발생한 프레임 부분을

보강하였다. 또한, 1, 2차 설계 모델의 일체형 사각관 프레

임에서 제작성을 높이기 위해 판재 형태의 프레임을 서로 용

접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이때, 구조해석에 적용

된 유한요소모델은 절점수와 요소수가 각각 162,984개와

200,584개이다.

Table 7은 대차 프레임의 3차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를 보여준다. 이때, 최대 Von-Mises 응력은 두 번째 하중조

건에서 226.6MPa이 구동축을 고정시켜주는 프레임 모서리

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는 SM490A의 항복강도인 330MPa 보

다 낮아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안전계수(n)

는 1.46으로 일반 대차프레임 기준에 비해 다소 낮지만, 모

Table 5 Analysis results of the exceptional load for 1st design

model

Load case
Max. displacement 

(mm)

Von-Mises stress 

(MPa)

Safety factor 

(n)

1 6.729 771.2 0.32

2 2.934 175.1 1.43

3 2.786 177.4 1.41

Fig. 5 Contour of Von-Mises stress for 2nd design model under

load case 1

Fig. 4 The 3D drawing of 2nd design model

Fig. 6 The 3D drawing of 3rd design model

Table 6 Analysis results of the exceptional load for 2nd design

model

Load case
Max. displacement 

(mm)

Von-Mises stress 

(MPa)

Safety factor 

(n)

1 1.674 294.3 0.83

2 1.900 252.5 0.97

3 2.282 194.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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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레일의 경우 저속으로 운행되며 고무차륜을 적용한 전용

선로를 운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돌발적인 외부하중 등이

비교적 적으므로 현재의 안전계수 값을 안전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추후 설계된 대차프레임의 제작을 통한 시험

적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 유무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대

변위는 세 번째 하중조건에서 1.535mm가 좌우하중을 받는

하부 프레임에서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3차 설계 모델의 구

조해석 결과 최대응력이 항복강도 이내로 안전함을 확인하

였으며, 변위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은 3차 설계 모델의 두 번째 하중조건에 대

한 Von-Mises 응력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8은 3차 설계모델에 대한 고유진동수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1차 굽힘 모드는 67.1Hz이고, 비틀림 모드

는 71.9Hz로 각각 확인되었다.

4. 대차 프레임의 피로강도 평가

4.1 주운용하중 조건에 따른 피로강도 평가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대차 프레임의 3차 설

계 모델에 대해 동적하중을 적용한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

였다. 이때, 하중조건은 앞에서 나타냈듯이 UIC 615-4 규정

에 의해 17개의 조합 주운용하중조건을 적용하였으며, 각 하

중조건에 대해 구조해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조합하여

피로강도를 도출하였다. 

주운용하중조건에 대한 대차 프레임의 피로강도 평가는

Goodman 선도상에 표현하였으며, 이때 평균응력(σm)과 응

력진폭(∆σ) 값은 각 하중조건들에 대한 해석결과를 통해 도

출하였다. 식(5)와 (6)은 평균응력과 응력진폭을 구하는 식

으로서, 최대응력(σmax)과 최소응력(σmin)을 통하여 정의된다.

(5)

(6)

Table 9는 대차 프레임의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SM490A에 대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11]. 이때, 재

료의 항복강도, 인장강도, 피로한도(107 cycle)를 통해 Goodman

선도상의 피로한도 기준선을 정의하였다. 

Fig. 8 Goodman diagram with endurance limit of 107 cycle

under main in-service load

Fig. 8은 주운용하중조건에 따른 평균응력과 응력진폭 결

과를 Goodman 선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때, 선도상의 실선

은 SM490A의 모재부에 대한 피로한도를 나타내며, 점선은

SM490A의 용접후 그라인딩에 대한 피로한도를 나타낸다.

피로강도 평가결과 구조해석 시에 높은 응력결과를 나타낸

Table 8Analysis results of natural frequency for 3rd design

model

Load case
Natural frequency (Hz)

Bending mode Twisting mode

1st mode 67.1 71.9

2nd mode 100.2 73.9

Table 9 Material properties of SM490A

Material

Yield 

strength 

(MPa)

Failure 

strength 

(MPa)

*Fatigue strength (MPa)

Basic 

material

Grinding & 

welding

SM490A 330 490 155 110

*Fatigue strength with endurance limit of 107 cycle

σm

σmax σmin+

2
--------------------------=

∆σ
σmax σmin–

2
--------------------------=

Table 7Analysis results of the exceptional load for 3rd design

model

Load case
Max. displacement 

(mm)

Von-Mises stress 

(MPa)

Safety factor 

(n)

1 1.279 154.4 2.14

2 1.351 226.6 1.46

3 1.535 100.4 3.29

Fig. 7 Contour of Von-Mises stress for 3rd design model under

load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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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점들에 대한 결과가 용접후 그라인딩선 안에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설계된 대차 프레임이 피로한도 기준인 107 사이

클 이상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2 피로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로강도 평가

대차 프레임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는 피로해석 전용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차프레임의 피로강도 평가

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UIC 615-4 기준은 기본하중 조건을

서로 조합하여 도출된 주운용하중조건들에 대해 각각 구조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반면, 피로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

법은 기본하중 조건에 대해서만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하중값을 지정해주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일괄처리

(batch-processing)하여 각 하중별 결과를 조합하여 도출한다.

또한, 하중조건 변경시에도 피로해석은 하중값만 변경하여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운행시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동하중을 적용한 피로강도 평가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로해석 전용 소프트웨어인 winLIFE

v3.1을 이용하여 대차 프레임에 대한 피로해석 평가를 수행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UIC 615-4 기

준에 따른 주운용하중조건 결과와 서로 비교하였다. 다음은

대차 프레임에 대한 피로해석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① 대차 프레임에 적용되는 피로하중 조건을 선정한다.

② 선정된 하중조건에 대해 단위하중(1N)을 적용하여 구

조해석을 수행한다. 

③ winLIFE 프로그램 상에서 대차 프레임에 적용되는 하

중조건 개수를 선정하고 적용재질에 대한 S-N 선도 정보를

입력한다.

④ 대차 프레임에 가해지는 피로하중 값을 입력한 후 각

하중조건별 구조해석 결과를 적용한다. 

⑤ 피로해석을 수행하고 피로한도가 높은 각 절점에 대해

피로수명 및 Goodman 선도 결과를 확인한다.

Fig. 9는 피로해석을 통해 얻은 각 절점별 평균응력과 응

력진폭 결과를 Goodman 선도상에 나타낸 것으로서, UIC

615-4 기준에 따른 주운용하중조건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냈

다. 이때, 피로해석을 통해 얻은 피로한도 결과분포가 주운

용하중조건에 따른 결과와 전체적으로 잘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피로해석 방법을 통하여

추후 대차 프레임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시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른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모노레일 대차 프

레임의 설계모델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모노레일 대차 프레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피로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유럽규격인 UIC 615-4 기준을 적용

하였으며, 예외하중조건과 주운용하중조건에 대해 각각 평

가를 수행하였다.

(2) 제시된 대차 프레임의 설계(안)은 수정 및 보완을 통

해 최종 모델이 도출되었다. 이때, 주요 설계변경은 수직하

중에 취약한 프레임을 보강하기 위해 하중점을 분산시켰으

며, 제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레임간의 연결은 체결볼트

에서 용접으로 수정되었고 구조물에 대한 강성 및 강도 보

완이 수행되었다.

(3) 예외하중조건이 적용된 대차 프레임에 대한 구조해석

을 통하여 설계된 모델에 대해 보완 및 검증을 수행하였으

며, 구조적 안전성을 만족하는 모델을 도출하였다.

(4) 17개의 조합 주운용하중조건에 따른 대차 프레임의 피

로강도 평가를 UIC 615-4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Goodman

선도를 통해 피로안전도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5) 일괄처리 기능을 갖는 피로해석 전용 프로그램(winLIFE)

을 이용하여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주운용하중조

건을 조합하여 얻은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대차 프레임과 같이 피로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

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시에 일괄처리를 이용한 피로해석을

통해 빠른 설계검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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