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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에너지 절감, 저공해, 무공해 등의 환경친화적 운송

수단의 개발이 요구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철도차량의

기술적 발달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량화를 통한 환경

친화적인 철도 발전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1]. 이

때, 차량의 경량화는 에너지 절감과 성능 향상을 위한 중요

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이에 차체 구조물의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1차 부재에 샌드위치 복합재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

율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2,3].

또한, 복합재료 구조물의 환경친화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

활용 및 폐기에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4-6].

샌드위치 복합재는 단일 부재로 된 재료나 적층 복합재료

보다 높은 굽힘 강성 및 강도를 가지며 차체의 경량화와 공

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 최근 항공 및 우주산업뿐만 아

니라 지상운송 산업에도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7,8]. 국

외의 철도차량 적용 사례로서 차체 구조물 및 도어 등에 복

합재 적용을 통하여 경량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9], 대차프

레임에 복합재를 적용함으로써 약 22%의 경량화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10]. 이에, 국내에서도 틸팅열차가 개발되어 기

존 알루미늄 차체에 비해 약 20%의 경량화 효과를 확인하

였으며[11], 그외 한국형저상버스, 자동무인경전철, 바이모달

트램 등이 개발되어 시험 운행 중에 있다. 이때, 샌드위치

복합재가 적용된 차체 구조물은 구조적 안전성이 반드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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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샌드위치 복합재가 적용된 철도차량 차체 구조물을 위한 표준유한요소모델을 제시하였다. 최

근 샌드위치 복합재는 높은 굽힘 강성 및 강도를 가지며 차체의 경량화와 공간 확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

상시킬 수 있어 국내의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복합재 철도 차량의 제작 전에 유한요소법

등을 통해 구조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철도차량의 실제 구조시험과 같은 수직, 압축, 비

틀림 하중 및 고유진동수 해석을 통해 철도차량 구조물의 표준유한요소모델을 검증 제시하였다. 그 결과, 샌드

위치 패널의 굽힘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강 금속 프레임에는 빔 요소보다는 사각 쉘 요소가 적절하였으며,

샌드위치 패널의 허니콤 코어와 적층복합재의 경우 적층 쉘 요소와 비교하여 적층 쉘 요소와 솔리드 요소를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제안된 표준유한요소모델은 유한요소모델의 수정 없이 충돌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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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어야 하며, 이에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해석적 방법과 구

조시험을 통한 시험적 방법을 통해 구조평가가 수행된다[12]. 

구조시험은 차체구조물의 개발 또는 개조 시 실제 사용 시

와 유사한 조건 즉, 하중상태, 사용회수, 온도 등 사용 환경

조건하에서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및 동적 안전성 등을 미

리 시험하여 설계 확인 및 보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복잡한 형상으로 인한 이론적 해석이 곤란한 부

분의 구조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시험차량을 제작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설계 변경을 통한 빠른 적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빠른 설계 변경 및 적용이 가능한 해석적 평가가 반

드시 요구되며, 구조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한 유

한요소모델의 검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계 적용을 할 수 있

다[13,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에 활용이 나날이 증가하

고 있는 경량화 재료인 샌드위치 복합재가 적용된 철도차량

의 표준화된 유한요소 모델링 기법을 제시하기위해 구조시

험 결과와 다양한 모델링 방법에 의해 해석 결과를 비교 하

여 최적의 모델링 기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샌드위치 복합재 적용 차체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링 기법

2.1 샌드위치 복합재 차체 구조물의 구성

샌드위치 복합재가 적용된 철도차량의 표준유한요소모델

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 개발되어 시험 운행 중인 바이모

달 트램, 자동무인경전철(APM), 틸팅열차(TTX)의 차체 구

조물에 대해 구조시험과 유한요소해석의 결과 비교를 통한

표준유한요소모델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바이모달 트램, 자동무인경전철, 틸팅열차의 각

차체 구조물에 적용된 구성 재료를 나타내었다. 이때, 바이

모달 트램은 차체와 언더프레임에 샌드위치 패널이 적용되

었으며, 차량의 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알루미늄 압출재를 보

강재로 사용하였다. 또한, 자동무인경전철과 틸팅열차의 차

체에는 샌드위치 패널이 적용되었으며, 언더프레임과 보강

재는 스테인레스 스틸 압출재가 적용되었다. Fig. 1은 바이

모달 트램, 자동무인경전철, 틸팅열차의 모습과 적용된 복합

소재를 보여준다.

2.2 표준유한요소 모델 제시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해석은 구조해석에 많이 사용되는 상

용 소프트웨어인 ANSYS V11.0을 사용하였다. 이때, 복합

재가 적용된 철도차량 차체 구조물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

기법 제시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참조하

여 Table 2와 같이 차체구조물의 각 부분에 대해 2가지 유

한요소모델링 방법을 고려하여 비교하였다[15,16].

첫 번째 방법의 특징은 유한요소모델링과 해석을 쉽고 빠

르게 수행하기위해 샌드위치 패널과 적층복합재에 적층 쉘

요소를 적용하였고, 보강재로 사용된 금속프레임은 3차원

Timoshenko 빔 요소를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두 번째 방법

의 특징은 향후 충돌해석모델 적용과 상세 구조해석 검토를

위해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기반으로 샌드위치 패널의 면재

가 되는 적층 복합재에는 적층 쉘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심

재가 되는 하니컴 코어에는 솔리드요소를 사용하였다. 또한

보강재인 금속프레임에는 면내의 방향 거동을 고려하기 위

해 탄성 쉘 요소를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Table 1 The materials used to railway carbody structures

Part Bimodal tram APM TTX

Carbody

structure

Sandwich 

panel+Laminate

(WR580/NF4000)

Sandwich 

panel+Laminate

(WR580/NF4000)

Sandwich 

panel+Laminate

(Carbon/Epoxy)

Under

frame

Aluminum

(6063 T6)

Extrusion profile

Stainless steel

(SMA490B)

Extrusion profile

Stainless steel

(SMA490B)

Extrusion profile

Reinforced

frame

Aluminum

(6063 T6)

Extrusion profile

Stainless steel

(SS400)

Extrusion profile

Stainless steel

(SS400)

Extrusion profile

Fig. 1 Railway vehicles made of sandwich composites

Table 2 Two types of element model

Part
Element Type

Method 1 Method 2

Sandwich 

panel
Layered shell*

Layered shell(skin) +

Solid(core)

Laminate 

composite
Layered shell Layered shell

Reinforced

frame
Timoshenko 3D beam Elastic shell

*with sandwich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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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위별 상세 유한요소 모델 방법

철도차량 복합재 차체 구조물의 각 부위별 유한요소 모델

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체 구조물에 적용된 샌드위치 패

널은 Fig. 2와 같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

였듯이 첫 번째 방법은 두께방향으로 불연속적인 재료를 모

사할 수 있는 적층 쉘 요소를 사용한 모델링 방법으로서, 모

델링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

러나 요소의 특성상 중립면에 수직인 평면 즉, 하니컴 코어

부분이 변형이 일어난 후에도 평면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하

니컴 코어의 거동을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17]. 두

번째 방법은 샌드위치 패널의 면재와 심재를 모두 고려한 방

법으로서, 면재는 적층 쉘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고 심

재는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이 모델링 방법

은 샌드위치 복합재의 실제적인 거동을 표현할 수 있으나,

첫 번째 방법에 비해 모델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갖는다. 이때, 육각형 하니컴 셀 형상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는 모델링 시간 및 해석 수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유

효등가손상모델을 적용하여 모사하였다[18].

Fig. 2 Two method of finite element applied to sandwich panel 

다음으로 복합재 차체 구조물의 굽힘 강성을 높이기 위한

금속 보강재는 Fig. 3과 같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3차원 Timoshenko 빔 요소를 사용한 모델링 방법으

로서, 이론의 간결성, 해석속도의 향상, 빔 속성의 정확한 모

사 및 단면정의를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 모델 수정에 용

이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쉘 요소가 갖는 평면응력과 평

면 변형률을 구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19]. 두 번

째 방법은 탄성 쉘 요소를 사용하여 보강재를 모델링하는 방

법으로서, 보강재의 국부적인 변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실제 보강재의 단면 형상을 고려해야 되므로 모

델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3. 제시된 유한요소모델의 검증

3.1 차체 구조 시험

본 연구에 사용된 샌드위치 복합재 적용 바이모달 트램,

자동무인경전철, 틸팅열차 차체구조물의 경우 철도차량 시

험기준인 JIS E 7105를 기준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의 종류로는 수직하중, 압축하중, 비틀림 하중, 3점지지, 고

유진동수 시험을 통해 변형률, 처짐, 고유진동수를 각각 측

정하였다[20].

Fig. 4 Structural test equipments of railway vehicle structures

이때, 차축에 의해 실제 지지되는 4곳에 지그를 적용하였

으며, 차체의 바닥에는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이얼게이

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차량의 응력집중이 많이 발생하는 창

문의 모서리와 출입문 모서리 부분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

착하여 변형률을 측정 하였다. Fig. 4는 바이모달 트램, 자

동무인경전철, 틸팅열차에 구조시험 장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3.2 시험과 해석결과 비교를 통한 제시된 유한요소모

델 비교

제시된 2가지 유한요소모델 방법에 대해 최적의 복합재 차

체 유한요소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바이모달 트램의 Carriage

1과 Carriage 3의 2량, 자동무인경전철(APM) 그리고 틸팅차

량(TTX)에 대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바이모달 트램과 자

동무인경전철은 2가지의 유한요소모델링 방법을 모두 적용

하여 검증하였고, 틸팅차량의 경우에는 두 번째 유한요소모

델링 방법만을 비교하였다. 이때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각 하

중조건에서의 최대 처짐, 변형률 및 고유진동수를 해석 결

과와 비교하였다.

Fig. 3 Two methods of finite element analysis applied to

reinforced meta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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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각 차량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의 개

수를 나타내었으며, 첫 번째 방법에 비해 두 번째 방법의 모

델링이 개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한요

소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서 모

델링 수행 시간에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의 모델링보다 첫 번

째 방법의 모델링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되었다.

3.2.1 바이모달 트램의 시험 및 해석결과 비교

Table 4는 바이모달 트램의 수직하중, 압축하중, 비틀림에

대한 차체 구조물의 최대 처짐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서, 먼

저 첫 번째 방법에서는 Carriage 3차체의 압축하중과 비틀

림 하중을 제외하고 9.0% 이내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방법에서 역시 Carriage 3 차체의 압축하중과 비

틀림 하중을 제외하고는 7.2% 이내로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두 번째 모델링 방법에서 오차율

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압축하중에 의한

결과의 큰 오차는 발생된 처짐 결과가 작아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인해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이용한 다른 하중조건에 비해 오차가

크게 발생한 비틀림 하중조건은 시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처

짐측정 위치, 하중 및 지지조건 등에 따른 시험적 오차와 차

체 프레임에서 일부 발생된 소성변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시험차량에 대해 하중조건 및 구속조건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추가적인 구조시험이 필요하나 시제차가 제

작되어 수행되지 못하였다.

Table 5는 수직하중, 압축하중, 비틀림에 대한 차체 구조

물의 창틀과 출입문 모서리 부분에 발생한 변형률 중 최대

변형률이 발생한 지점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먼저 첫 번

째 방법에서 시험과 해석의 변형률 결과는 12.0~43.1%의 비

교적 큰 오차 범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두 번째 방

법에서는 1.0~9.7%로 오차 범위가 작아짐을 보였다. 이는 유

한요소모델링을 구성하는 요소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

로 빔 요소를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쉘 요소가 갖는

평면 응력과 평면 변형률을 구할 수 없고 실제 형상을 모

사할 수 없어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6은 굽힘과 비틀림 고유진동수 시험과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Carriage 1차

량의 비틀림 고유진동수를 제외하고 9.1%이내의 오차를 보

였으며, 두 번째 방법에서 역시 Carriage 1차량의 비틀림 고

유진동수를 제외하고 8.3%의 오차를 확인하였다. 이때, 오

차가 많이 발생한 Carriage 1차량의 비틀림 고유진동수의 경

우 측정값이 작아 시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속도 측

정센서의 부착위치, 측정데이터의 분석 오차 및 지지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크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시험과 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첫 번째 모델에 비해 두

번째 모델에서 오차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The number of finite element according to modeling

method

Vehicle
Method 1 Method 2

1D 2D Total 2D 3D Total

Bimodal 

tram

*C1 10,258 112,875 123,133 127,282 38,212 165,494

**C3 7,988 67,539 75,527 75,863 23,724 99,587

APM 6,311 178,994 185,305 215,572 56,100 271,672

TTX 231,404 146,679 378,083

*C1 : Carriage 1, **C3 : Carriage 3

Table 4 Results of deflections between structural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Load type

Max. Deflection (mm)

Test

Analysis

Method 1
Error

(%)
Method 2

Error

(%)

*C1

Vertical load 26.9 26.7 0.7 27.5 2.2

Compressive load 18.8 19.8 5.3 18.5 1.6

Torsion 25.0 22.8 8.8 23.2 7.2

**C3

Vertical load 8.9 8.1 9.0 8.7 2.2

Compressive load 1.6 1.3 18.8 1.4 12.5

Torsion 19.0 16.0 15.8 16.9 11.1

*C1 : Carriage 1, **C3 : Carriage 3

Table 5 Results of strains between structural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Load type

Max. Strain (µε)

Test

Analysis

Method 1
Error

(%)
Method 2

Error

(%)

*C1

Vertical load -1082 -784 27.5 -1131 4.5

Compressive load 593 406 31.5 638 7.6

Torsion 921 524 43.1 977 6.1

**C3

Vertical load 1087 1217 12.0 1076 1.0

Compressive load -651 -391 40.0 -640 1.7

Torsion 308 430 39.6 338 9.7

*C1 : Carriage 1, **C3 : Carriage 3

Table 6 Results of natural frequencies between structural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Load type

Natural frequency (Hz)

Test

Analysis

Method 1
Error

(%)
Method 2

Error

(%)

*C1
1st Bending 10.67 11.64 9.1 11.56 8.3

1st Twisting 3.47 4.20 21.0 4.14 19.3

**C3
1st Bending 17.29 17.81 3.0 17.49 1.2

1st Twisting 4.79 4.49 6.3 4.83 0.8

*C1 : Carriage 1, **C3 : Carri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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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바이모달 트램의 시험 및 해석결과 비교

Table 7은 자동무인경전철의 구조시험과 두 가지 방법의

유한요소 모델이 적용된 구조해석을 통하여 수직하중, 압축

하중, 3점지지 하중에 따른 최대 처짐을 비교한 것으로서,

먼저 첫 번째 방법에서는 압축하중을 제외하고 시험과 해석

결과가 5.7% 이내의 오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압축하중을 제외하고 3.0%의 오차율로 첫

번째 방법의 결과보다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압축

하중시험에서는 처짐 값을 측정하는 센서의 문제로 인하여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에 재시험을 통한 측정이 필

요하지만 압축하중을 받는 프레임에서 소성변형과 국부적 좌

굴이 발생하여 재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Table 8은 최대변형률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첫 번째 방

법의 결과에서는 시험과 해석 결과가 18.5~35.1%의 오차범

위로 잘 일치하지 않는 반면, 두 번째 방법의 해석결과는

5.7~7.8%의 오차 범위를 보이며, 첫 번째 방법의 해석결과

에 비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9는 굽힘 고유진동수 결과로, 첫 번째 방법의 결과

에서는 시험과 해석결과가 8.1%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에 비

해 두 번째 방법에서는 0.9%의 오차로 잘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바이모달 트램과 자동무인경전철의 복합재 차체 구조물에

대해 2가지 타입의 유한요소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구조

시험과 해석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번째 모델

링 방법이 오차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첫 번째 모

델링 기법에서는 요소 특성상 차체의 전체적인 거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반면, 샌드위치 복합재의 굽힘 및 전단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았고 빔 요소의 사용으로 인해 보강재 부분

에 대한 정확한 모사를 할 수 없었기에 두 번째 모델링 기

법에 비해 오차율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샌드위치 복합재가 적용된 철도차량 차체 구조물

의 구조해석 시에 샌드위치 패널은 적층 쉘과 솔리드 요소,

보강재는 탄성 쉘 요소가 각각 적용된 모델이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된다. 

3.2.3 틸팅열차의 시험 및 해석결과 비교

바이모달 트램과 자동무인경전철의 시험과 해석결과의 비

교를 통해 제시된 유한요소 모델링 기법 중 2번째 방법이

더 오차율이 작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틸팅열차는 2번

째 방법의 모델링을 사용하여 시험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Fig. 5는 틸팅열차의 유한요소모델로 두 번째 방법의 모델

링을 사용하여 각 부분을 모사하였다. 

Table 10은 틸팅열차의 구조시험과 표준유한요소모델이 적

용된 구조해석을 통하여 수직하중, 압축하중, 비틀림 하중에

따른 최대 처짐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험과 해

석을 비교한 결과 10%이내의 오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때 압축하중의 경우 측정된 처짐 결과치가 작

아 오차율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Results of deflections between structural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Load type

Max. Deflection (mm)

Test

Analysis

Method 1
Error

(%)
Method 2

Error

(%)

APM

Vertical load 29.8 31.5 5.7 30.7 3.0

Compressive load - 3.4 - 3.7 -

3-Point supported 92.5 89.4 3.4 90.0 2.7

Table 8 Results of strains between structural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Load type

Max. Strain (µε)

Test

Analysis

Method 1
Error

(%)
Method 2

Error

(%)

APM

Vertical load -281 -232 18.5 -265 5.7

Compressive load -256 -218 14.9 -236 7.8

3-Point supported 1076 1454 35.1 1155 7.3

Table 9 Results of natural frequency between structural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Load type

Natural frequency (Hz)

Test

Analysis

Method 1
Error

(%)
Method 2

Error

(%)

APM 1st Bending 8.70 8.00 8.1 8.78 0.9

Fig. 5 The finite element model of TTX

Table 10 Results of deflections between structural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Load type

Max. Deflection (mm)

Test
Analysis

Method 2 Error (%)

TTX

Vertical load 14.5 14.7 1.4

Compressive load 1.0 0.9 10.0

Torsion 5.5 5.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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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중별 최대 처짐 결과는 사이드실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수직하중시험에서 최대 처짐 허용 기준

(15.97mm)보다 작게 나와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었다. Fig. 6은 수직하중에 의한 최대 처짐 결과 해석사진

을 보여준다.

Table 11은 시험을 통해 얻은 최대 변형률과 동일한 위치

에서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10%이내의 오차를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2는 굽힘 고유진동수 결과로, 시험과 해석결과가

2.2%이내의 오차율로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철

도차량의 굽힘 고유진동수 안전기준인 10Hz 이상을 만족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은 굽힘 고유진동수의 해석결과

사진을 보여준다.

제안된 유한요소 모델링 방법을 통해 틸팅열차의 차체 구

조물에 적용한 결과 처짐과 변형률 값이 시험과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유 진동수 역시 잘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3.3 표준유한요소모델의 선정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빔 요소와 쉘 요소를 적용한 첫

번째 모델링 방법은 빠른 모델링 시간과 전체적인 차량의 거

동을 확인할 수 있어 개발초기단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샌드위치 복합재가 갖는 굽힘과 전

단에 대한 특성을 잘 모사하지 못해 상세 설계단계와 부분

적인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빔 요소

의 사용으로 인해 구조시험 시 측정하는 변형률과 비교하였

을 때 큰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샌드위

치 복합재 적용 차체 구조물의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쉘 요

소와 솔리드 요소를 적용한 두 번째 타입의 모델링 기법이

표준유한요소모델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시

된 표준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모델형상이 고려되

는 충돌해석 모델에 적용 시에 접촉조건, 구속방정식 등의

최소한의 수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샌드위치 복합재 및 보강재의 파손 및 변형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샌드위치 복합재가 적용된 철도차량 차체 구조

물의 구조시험과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표준유한요

소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샌드위치 복합재 적용 철도차량 차체 구조물의 유한

요소 모델링 방법으로서 2가지 방법의 모델링 기법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바이모달 트램, 자동무인경전철, 틸팅

열차 차체의 구조시험 결과와 비교 평가하였다. 

(2) 바이모달 트램과 자동무인경전철의 차체 구조물에 대

한 구조시험과 제시된 유한요소 모델링 방법에 따른 해석 결

과의 비교를 통하여 샌드위치 패널은 적층 쉘 요소와 솔리

드 요소, 보강재는 탄성 쉘 요소가 적용된 방법에서 결과가

더 잘 일치함을 보였다.

(3) 제시된 유한요소모델 중 바이모달 트램과 자동무인경

전철 차량의 시험과 해석결과 비교에서 작은 오차율을 보인

두 번째 모델링 방법을 통해 틸팅열차의 구조시험 결과와 해

Fig. 6 The contour of deflections for vertical load

Table 11 Results of strains between structural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Load type

Max. Strain (µε)

Test
Analysis

Method 2 Error (%)

TTX

Vertical load 881 841 4.6

Compressive load -351 -385 9.6

Torsion -347 -316 8.7

Table 12 Results of natural frequency between structural tes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Load type

Natural frequency (Hz)

Test
Analysis

Method 2 Error (%)

TTX 1st Bending 10.25 10.03 2.2

Fig. 7 The contour of 1st bend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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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때 처짐, 변형률 및 고유진동수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4) 쉘과 빔 요소만으로 수행된 첫 번째 모델링 방법은 유

한요소모델링과 해석은 쉽고 빠르게 수행되나 요소의 특성

상 전체적인 거동만을 평가하기에 유용하다. 반면, 샌드위치

구조와 보강재를 3차원 솔리드 요소와 쉘 요소로 모사한 두

번째 모델링 방법은 향후 차량의 충돌해석 문제에 적용을 위

한 3차원 유한요소모델링을 기반으로 하여 차량의 정확한 모

사가 가능하며, 구조해석 시 정확한 거동뿐만 아니라 변형

률도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표준유한요소모델을 통하여 추

후 샌드위치 복합재 적용 차체 구조물의 개발 시에 구조해

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개발 비용 및 기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충돌해석 시에 동일한 유한요소 모델을 최소한의 수정

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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