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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방향성을 고려한 복합소재 대차 프레임의 RTM 성형 특성 해석

Analysis of RTM Process to Manufacture Composite Bogie Frame 

Considering Fibe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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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도시스템에서는 에너지 저감 효과의 중요성과 더불어 300km/h 이상의 속도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중량에 의한 선

로 손상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 경량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차량 경량화는 부품의 컴팩트화 및 최

적기법에 따른 차체 설계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경량소재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량소

재로는 기존 강철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소재를 들 수 있으며, 폴리머 기반의 탄소섬유 또는 유리섬유 복합

소재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복합소재는 강철 소재 대비 비강도가 높고 소재 자체의 감쇄특성으로 인하여 주변 부품의 축소 또는 삭제가 가능하여 추

가적인 경량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복합소재를 활용한 철도차량의 제작 예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탄소섬유 활용 틸팅열차

차체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또한 동일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리섬유 활용 복합소재 대차프레임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대차프레

임은 유리섬유에 에폭시가 함침된 프리프레그를 일정 각도로 적층하여 오븐에서 경화작업을 거쳐 최종 프레임 구조물을 성형하는

오토클레이브(autoclave molding) 공법으로 제작되었다. 오토클레이브 공정의 경우에는 적층할 프리프레그의 재단 작업 및 적층 작

업 등 노동 집약적인 성격으로 생산성의 불리함이 발생한다. 따라서 복합소재 활용의 잇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고려

할 수 있는 공정 도입이 필수적이다. 오토클레이브 공법의 대안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공법으로는 수지이송성형(Resin

Transfer Molding, 이하 RTM) 공법을 들 수 있다. RTM 공법은 경량 금형의 사용이 가능하며, 빠른 싸이클 타임과 복잡한 형상의

대형제품 제조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낮은 압력과 온도에서 진행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성형을 위한 주변 시설물을 간소화

Abstract To reduce the weight of a railroad vehicle, a bogie frame skin is considered for manufacture using an RTM pro-

cess and composite material. Compared to other processes, RTM has merits in that it demands only simple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can produce a large and complex structure in a short cycle time.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proper number and locations of gates and vents to prevent void formation inside a structure. In this study, we numeri-

cally predicted the flow pattern in a bogie frame skin during the RTM process by distinguishing the permeability of a fiber

mat as isotropic or anisotropic. Using the results, we analyzed the RTM process conditions of the bogie frame to predict

skin void formation, mold filling time, and optimum location of vents depending on the permeability conditions.

Keywords : Composite, Bogie, RTM(Resin Transfer Molding), Permeability, Mold 

초 록 철도차량의 경량화 일환으로 대차 프레임 스킨제작에 복합소재를 적용하여 RTM 기법으로 제조하는 방안을 검

토하였다. RTM 기법은 공정설비의 단순화 및 복잡한 형상의 대형 구조물을 짧은 시간에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TM 공정에서는 구조물에 기공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수지 주입구와 배출구의 개수 및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번 연

구에서는 섬유 프리폼의 투과성 계수를 등방성과 이방성 특성으로 구분하여 RTM 성형특성을 수치해석을 통해 예측하였

다. 그로부터 투과성 계수에 따른 기공 형성과 성형 시간의 예측 및 수지 배출구의 최적 위치 등 공정조건을 선정하기 위

한 대차 프레임 스킨의 RTM 성형 충전패턴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복합소재, 대차, 수지이송성형기법, 투과성,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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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RTM 공법의 주요 공정은 Fig. 1과 같다. 우선 제품내에 투입될 섬유매트로 구성된 프리폼을 제작하고 이를 금형에 삽

입 후 주입구(gate)를 통하여 프리폼 내부에 수지를 주입하게 된다. 그 후 경화 작업을 거쳐 최종제품을 금형에서 탈형하게 된다.

RTM 공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수지가 다공질의 섬유 프리폼을 통과하는 형태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투과성 정도에 따라 수지

충전의 완료 시간이 크게 좌우되며, 배출구(vent)를 통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응집하여 제품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기공(void)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형제품의 성형에서 충전시간이 수지의 경화시간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주입구 및 배

출구의 수와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엔 수치해석을 통하여 금형 충전(mold filling) 특성을 미리 분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RTM 공정 기법의 문제에 관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다공성의 매질을 통과하는 유체의 거동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지배방정식은 Henry Darcy[1]가 정의하였다. RTM공정의 유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 Darcy’s Law를 기

반으로 수행되었다. RTM 공정의 또 다른 관심 내용은 섬유 함량 및 배향성에 따른 투과성계수(permeability)에 관한 연구[2,9]이다.

이와 더불어 기공 형성에 관한 연구[4,5,13]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성형시간을 단축하면서 동시에 기공 생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에 관한 연구[6,7,8]가 진행되고 있다. 복합소재 활용 대차 프레임 제작 관련하여 Kim과 Lee[10]은 오토클레이

브와 RTM 공법을 활용하여 실험적으로 대차 프레임의 사이드 빔을 제작 및 평가하였다. 그리고 Kim 등[11]은 복합소재 대차 프

레임의 감쇠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차 프레임의 코어(core)를 사이드와 중앙부로 각각 분리하여 프리프레그 적층을

통한 오토클레이브 공법으로 성형한 이후, 이를 결합한 전체 코어를 감싸는 형태의 복합소재 스킨 층 제조를 RTM 공정으로 진행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등방성과 이방성의 투과성 계수를 각각 고려한 RTM 공정의 유동 해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각각의

유동 패턴을 분석하여 프레임 스킨 제작의 공정 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다공성 매질 유동특성 및 섬유투과성 이론

Darcy’s Law[1,3]는 다공성 매질을 지나는 유동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지배방정식이다. 아래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유동특성, 즉

유동 속도()는 점도에 반비례하고 압력구배( )와 투과성 계수(K)에 비례한다.

(1)

: superficial velocity, µ: fluid viscosity, : pressure gradient, K: permeability

투과성 계수는 섬유 함량(fiber volume fraction)에 관계된 수치이며, 섬유함량이 적을수록 투과성계수는 증가하며 유동의 속도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유체의 점도(µ)는 온도에 대한 함수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낮아져 속도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투

과성 계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섬유 함량 뿐만 아니라 섬유의 배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Fig. 2에서와 같이 투과성 계수

의 특성에 따라 등방성과 이방성으로 구분할 때 유동 패턴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다공성 매질의 유동특성을 결정짓는 투과성 계수는 아래와 같은 Kozeny-Carman 방정식[12]을 활용하여 결정된다.

∇P

v
K

µ
----∇P=

v ∇P

Fig. 1. Concept of resin transfer mo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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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f : fiber diameter, vf: fiber volume fraction, k: Kozeny constant

윗 식은 다공성 매질이 등방성이라는 가정하에 유효한 식이므로, 방향성이 있는 섬유 매트의 경우에는 Kozeny constant는 모든

방향으로는 동일하지 않다. 섬유의 방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Gebart [2]는 섬유의 길이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의 투과성 계수텐서

를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유도하였다.

In the fiber direction: (3)

Normal to the fiber direction: (4)

C1= hydraulic radius between the fibers

C2= a constant

vf,max= maximum fiber volume fraction

윗 방정식은 섬유 분포가 균일하고 섬유 간격이 일정하며 섬유가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유효한 식이므로 일반적인

투과성 계수 계산을 위한 근사값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2.2 복합소재 대차 프레임 스킨 구조

RTM 공법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대차 프레임 스킨의 구조는 Fig. 3과 같다.

우선 대차 프레임의 코어는 Kim과 Lee[10]의 연구와 같이 사이드 빔 부분은 프리프레그와 폼을 순차적으로 적층하고, 크로스 빔

의 경우 프리프레그를 적층한 후 오토클레이브 공법으로 성형할 수 있으며, 이후 코어 완성품과 섬유 프리폼을 몰드에 삽입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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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fiber orientation (isotropic and anisotropic) on fluid flow.

Fig. 3. Skin of bogi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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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주입하여 프레임 스킨의 RTM 성형을 진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차 프레임 스킨에 대하여 RTM 성형 공정의 진행 특

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2.3 대차 프레임 스킨의 RTM 공정해석 모델링

2.3.1 해석 조건

대차 프레임 스킨의 RTM 공정해석을 위하여 고려한 성형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해석을 위한 수지는 Hexion 社의 RIM135 수지

와 RIMH137 경화제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수지를 고려하였다. 실제 RTM 공정시 경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금형 충전을 끝내야 하

기 때문에, 점도는 일정값으로 가정하였다. 수지 주입을 위한 주입구와 배출을 위한 배출구의 위치는 Fig. 4와 같다. 프레임 형상이

대칭이므로 주입구 및 배출구 또한 유동패턴의 대칭성을 위하여 위치를 지정하였다.

유동해석을 위하여 100만개의 tetra element를 생성하였으며, Fluent를 활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다공성 물질 내의 유동은 Darcy’s Law에 따라 분수유동(fountain flow)의 형태로 나타나고 경계층의 효과는 크지 않다. 또한 대

차프레임의 경우 길이에 비해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므로 두께 방향으로의 속도변화는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해석의 효율을 위해 perfect slip 조건으로 두께 방향의 경계조건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외 스킨의 RTM 공정해석을 위한 해석 조건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2.3.2 등방성 투과성 계수

등방성 투과성계수는 방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섬유간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공성 매질에서는

등방성의 투과성 계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등방성의 투과성계수 값은 비교의 용이함을 위하여 식(3)의 섬유 길이

방향(in the fiber direction)으로의 투과성 계수(K11) 공식을 적용한 결과값을 대표값으로 취하였다. 식(3)에서 각각의 계수값들은 섬

유의 횡단면 나열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섬유의 나열 방식은 Fig. 5와 같이 횡단면 기준으로 정사각형 배열 및 육각형 배열로 구

분할 수 있다. 섬유 배열이 정사각형 구조인 경우 C1=57, vf,max=0.785의 값을 갖는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사각형 구조 타입의 섬유

배열을 고려하였으며 섬유 직경은 15 µm로 가정하여 투과성 계수 값을 계산하였다.

2.3.3 이방성 투과성 계수

이방성 투과성 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방향 섬유 매트를 방향을 달리하여 적층하는 경우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과성

계수는 적층 각도와 적층 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섬유 길이방향으로의 투과성 계수(K11)는 앞선 등방성 투과성 계수 값과 동

일하다. 섬유 길이의 수직방향 투과성 계수(K22)는 식(4)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섬유배열 타입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구조

타입의 섬유 배열로 가정하여 C2=0.4의 값을 적용하였다. 섬유 매트의 적층 각도가 다른 경우 투과성 계수는 식(5)와 같이 적층 두

께에 대한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다.

(5)Kx
1

H
---- hiKx i,

i 1=

N

∑=

Fig. 4. Gate and vent positions. Fig. 5. Fiber arrangement in (a) square type & (b) hexagonal type.

Table 1. Conditions for RTM process analysis of bogie frame skin.

Conditions
Resin density

(g/cm3)

Resin viscosity

(mPas)
Porosity

Inlet (gate) 

pressure

(bar)

Outlet (vent) 

pressure

(bar)

Inlet diameter

(mm)

Value 1.08 150 0.4 4 -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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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H는 전체 섬유 매트의 두께, h는 개별 섬유 매트의 두께, N은 섬유매트 개수이며 Kx는 x축으로의 투과성계수이다. 섬유

매트의 두께는 동일하므로 개수에 대한 평균치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4 공정 조건별 몰드 충전 특성

먼저, Fig. 4의 주입구 및 배출구 위치 조건 및 일정 성형조건 하에서 수지 점도와 투과성 계수 변화에 따른 RTM 공정 몰드 충

전 시간에 대하여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Fig. 6에 점도와 투과성 계수 별 충전시간을 나타내었다. 식(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유동속도는 점도에 반비례하고 투과성 계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유체의 점도가 높을수록 유동속도는 저하되어 금형 충전시간이

늘어나고, 투과성 계수가 증가할 수록 유동에 대한 섬유매트의 저항이 낮아져 유동속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충전시간은 줄어

들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5 섬유 배향 특성별 몰드 충전 특성

앞선 충전시간의 분석에 있어서 수지의 점도 특성과 투과성 계수(등방성)에 따라서 유동해석의 결과치인 유동시간의 변화를 알아

보았다. 이번에는 유동 패턴이 섬유 배향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Table 1의 성형조건을 전제로 식(3)과 식(4)에서 계산한 섬유 주축방향의 투과성 계수(K11)는 1.72e-11(m2)의 값을 가지며 수직방

향의 투과성 계수(K22)는 1.77e-13(m2)의 값을 갖는다. 등방성을 고려할 때는 K11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방성 섬유배향의 경우 K11

과 K22 값을 이용하였다. 이방성 섬유배향의 경우 크로스 빔과 사이드 빔을 구분하여 Fig. 3과 같이 각각의 섬유 매트 주축(x, y축)을

정의하였다. 섬유 적층 구조를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 투과성 계수값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각 case 별 충전시간 결과를

살펴보면, 투과성 계수가 가장 높은 등방성의 경우 충전시간이 약 6,400초 정도로 가장 짧으며 나머지 경우에 대한 충전시간은

11,000~12,000초에서 완료된다.

Fig. 7에 각 case에 대한 유체의 체적비(fluid volume fraction)를 통하여 유동선단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크로스 빔의 중앙에서부

터 퍼져나가는 유동 패턴은 등방성인 경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입구를 중심으로 원형을 이루면서 수지가 전진하는 모

Fig. 6. Mold filling time under various (a) viscosities and (b) permeabilities.

Table 2. Conditions for RTM process analysis of bogie frame skin.

Cross beam Side beam

Case 1

Stacking sequence [(0/90/0)20]T [(0/90/0)20]T

Permeability
Kx=1.15e-11

Ky=5.84e-12

Kx=1.15e-11

Ky=5.84e-12

Case 2

Stacking sequence [(02/90/02)12]T [(02/90/02)12]T

Permeability
Kx=1.38e-11

Ky=3.58e-12

Kx=1.38e-11

Ky=3.58e-12

Case 3

Stacking sequence [(03/90/02)10]T [(0/90)30]T

Permeability
Kx=1.43e-11

Ky=3.01e-12

Kx=8.68e-12

Ky=8.68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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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비등방성의 경우 x 축 주축으로의 투과성 계수가 크므로 타원형의 유동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축간의 투과성 계수값 비율(case 1:1.96, case 2:3.85, case 3:4.75)이 커질수록 유동선단을

나타내는 타원 주축간 비율이 커지는 형태로 유동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크로스 빔에서 y축 방향의 투과성 계수가 가장 낮은 case 3은 x, y 주축으로의 유동전진 속도 차이가 커서 y축으로의 유동선단들

이 서로 만날 때 선형에 가깝게 결합하게 된다. 선형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유동선단 결합시 기공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제

품 성형시 주의하여야 한다. Fig. 8에서 유체가 이미 충전된 체적 내에서 기공을 나타내는 유체 체적분율(<1)을 살펴보면 크로스 빔

에서 등방성인 경우에는 유동선단이 결합하는 형태가 원에 가까워 크로스 빔 유동 내부에서 보이는 기공 생성이 적은 반면, 유동

선단이 타원형태인 경우 선형의 결합부위가 발생하여 기공 생성이 많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크로스 빔 중앙에서 시

작되는 유동은 등방성의 경우 충전이 진행됨에 따라 빔 단면의 윗면과 아랫면을 전진하는 속도가 유사하다. 하지만 투과성 계수의

비등방성이 커질수록 윗면과 아랫면의 유동 선단의 위치 차이가 커지면서, 사이드 빔과의 결합부에 다다를 때 시간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등방성 경우와 같이 크로스 빔과 사이드 빔의 결합부 지점에서 유동선단이 선형으로 결합하게 되어 기공이 추가로 형성될

수 있다.

Fig. 7. Flow front pattern under various permeabilit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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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금형이 완전히 충전되기 직전, 수지 배출구 지점의 유동 형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Fig. 9에서 각 case에 관하여 배출구

주위의 유동 형상을 나타내었다.

Case 2의 경우 배출구를 중심으로 한 원형으로 잔여 충전 공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배출구의 위치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등방성과 case 1, 3의 경우 금형충전이 거의 완료되었을 무렵에 잔여 충전공간의 중심이 배출구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에 형성

된다. 이에 따라 금형이 완충되는 충전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잔여 충전 용적만으로 보면 채우는데 필요한 수지 용량은 적지만, 잔

여 공간을 채우기 이전에 압력이 낮은 배출구 쪽으로 수지가 빠져나가게 되어 잔여 공간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전충전을 위하여 수지주입을 계속하게 된다면 성형시간과 폐기되는 수지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배출구의

설치 위치를 성형공정 해석을 통하여 예측한 후 마지막으로 완충될 지점으로 잡으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대차 프레임 스킨의 제조공법으로 RTM 성형기법에 관한 유동현상을 투과성계수 값의 변화에 따라 분석하였다.

성형해석 결과로부터 투과성 계수의 영향에 의한 유동패턴이 다양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투과성 계수의 차이에 의하여 유

동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유동선단의 형태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종 구조물의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공

형성이 투과성계수의 특성에 따라 좌우됨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금형 충전 패턴에 맞게 수지 배출구의 위치를 지정함

으로써 성형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해석을 위한 가정으로 수지의 점도를 일정값으로 지정하였는데 실

제 성형에 있어서 유동 충전시간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수지의 경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지 경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성

형을 마치기 위해서는 주입구의 수를 늘려야 하며, 그에 따라 유동선단이 만나고 기공이 형성되는 지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

Fig. 8. Void formation under (a) isotropic case & (b) case 3.

Fig. 9. Flow pattern at the end of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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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성된 기공 제거를 위하여 수지 배출구의 개수를 늘려야 하며 적절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대형 복합소재 구조물은 제조 특성상 양산성이라는 제약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합소재 구조물 설계시 구조특성과 함

께 제품 양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형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두 영역의 허용치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적 설계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연구는 향후 대차 설계에 있어, 구조특성과 성형특성의 동시 최적화를 진행할 때 성형특성에 대한 설계

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동시 최적화를 위한 성형해석의 방안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차프레임 스킨

의 RTM성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입구 및 배출구 등의 성형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충전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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