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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용 트레버스 분기기 최적설계 연구

Study on Optimal Design of Traverse Switch System for Maglev Train

이영학·김창현·이종민*

Younghak Lee · Chang-Hyun Kim · Jong-Min Lee

1. 서 론

고장차량의 대피, 급행열차 통과 시 완행열차의 대피, 주박 차량의 정차 등의 이유로 자기부상열차의 비상 대피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부상열차용 비상대피선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관절식 분기기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두번째는 Fig. 1과 같이 트레버스 분기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적재한 상태에서 궤도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다[1]. 현재 개발된 도

시형 자기부상열차는 2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약 25m이다. Fig. 2에서 보듯이 차량의 길이를 고려하여 분기

기를 적용할 경우 관절식 분기기는 약 150m의 길이 공간이 필요하지만 트레버스 분기기를 적용할 경우 약 30m의 길이 공간만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트레버스 분기기를 적용할 경우 공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트레버스 분기기 설계 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기기 거더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

트레버스 분기기 구동 시 차량의 무게 뿐만 아니라 만차 기준의 승객 무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을 확보한 설계가 필요하고 구동부의 과부하 및 건설제작비 감소를 위한 경량화 설계도 필수적이다. 선행 연구[2,3]를 통한 자

Abstract Emergency tracks are necessary in case a broken down train evacuates, a train needs to make way for a

faster train behind it, or a train suddenly stops and following trains must avoid colliding with it. Magnetic Levitated

(maglev) Trains can change track to enter an emergency track using a segmented switch or a traverse switch. On a tra-

verse switch, a train can change its track when the part of the track that the train is on moves to the other track. Cur-

rently manufactured Maglev trains have two bodies and the total length is 25 meters. If a traverse switch is used, it will

only require 30 meters of track to move the train to the other track, so, when it comes to efficiency of costs and space,

the traverse switch surpasses the articulated switch. Therefore, in this paper, an optimized design to secure structural

safety and weight lightening is suggested. To achieve these results, the heights of the piled concrete and girders which

are both placed on the top of the traverse switch, are set as design variables.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in

application of kriging and in the design of the experiments (DOE), is used. Maximum stress, deformation, and structural

weight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and through this process structural safety and weight lightening is proven.

Keywords : Maglev train, Traverse switch track, Optimization design, Finite element method, Weight lightening

초 록 고장차량의 대피, 급행열차 통과 시 완행열차의 대피, 주박 차량의 정차 등의 이유로 자기부상열차의 비상

대피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부상열차용 비상대피선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관절식 분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두번째는 트레버스 분기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적재한 상태에서 궤도를 이동시키는 방식이

다. 현재 개발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2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약 25m로 트레버스 분기기를 적

용할 경우 약 30m의 길이 공간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트레버스 분기기를 적용할 경우 공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경량화를 위한 자기부상열차용 트레버스 분기기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트레버스 분기기의 상면 콘크리트 매립부와 거더 높이를 설계변수로 선정하고 실험계획법, 크

리깅 등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최대 응력, 변형, 구조물 중량의 결과값 비교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경량화할 수 있는 설계변수를 선정하고 재해석을 통해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주요어 : 자기부상열차, 트레버스 분기기, 최적화설계, 유한요소해석,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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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상열차용 분기기 거더의 최적 설계 높이를 바탕으로 트레버스 분기기 거더의 기본 설계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구조적 안

정성 확보를 위해 상부에 콘크리트를 매립하는 구조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자기부상열차용 분기기 설계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관절식 분기기 거더 높이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해석 및 차량과의

동적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5방향 관절식 분기기의 구조 및 진동해석을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2,3,4]. 또

한 관절식 분기기의 굴절각, 거더 길이 등의 설계 변수를 고려한 차량 주행해석을 통해 주행 안정성을 평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5]. 하지만 최적설계기법을 적용한 자기부상열차용 트레버스 분기기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와 거더 높이를 설계변수로 설정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수학적 근사모델을 생성

하는 방법으로는 크리깅(kriging)[6]을 이용하였으며 초기 모델의 중량, 응력, 변형에 대한 수학적 근사모델을 생성하고 실험계

획법(DOE)[7]를 통해 설계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기 설계에서 이루어진 과도설계를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재설계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경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트레버스 분기기 모델은 3D 모델링 상용프로

그램인 Solidworks를 통해 설계하였고, 최적설계해석은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였다[8].

2. 트레버스 분기기

2.1 구조

자기부상열차용 트레버스 분기기는 직선거더 2개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로 거더 2개와 차량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동 해야

한다. 따라서 트레버스 분기기 거더는 Fig. 3과 같이 조립되며 이는 Fig. 2의 분기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거더의 길이방향에

연직방향인 가이드 레일 위에 2개의 직선 거더가 위치하며 1개의 직선 거더에는 4개의 이송대차가 조립되는 구조이다. 단일 직

Fig. 1. Concept graphic for traverse switch system for maglev train.

Fig. 2. Comparison of girder length for each swit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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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더의 기본 구조는 Fig. 4와 같다. 한 개의 직선 거더는 차량의 길이 및 폭과 구동부의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길이는

30m, 폭은 1.2m로 설계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9,10]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상부에 보강되고 하부는 개방된

강재 거더 구조로 기본 설계를 진행하였고 거더 높이는 약1,400mm로 선정하였다. 다이아프램은 직선 프레임에 직각을 이루며

약 1.7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1개의 거더 당 4개의 이송대차가 이송에 관여하며 구동 시 거더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

여 지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8.5m 간격으로 동일하게 배치하도록 설계하였다.

2.2 구동 매커니즘

트레버스 분기기의 구조적 특성상 한 지점에서의 구동이 아닌 4개 지점에서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동시켜야 하기 때

문에 Fig. 5~6과 같이 이송대차를 직접 구동시키는 방식과 랙-피니언 기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정밀 위치 이동과 구동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랙-피니언 방식을 적용하였다. 랙-피니언 방식은 거더의 양쪽 끝에 감속모터 2개를 설치하고 거더의 하부에

랙을 설치하여 랙-피니언 구동 원리에 의해 분기기를 이동시킨다. 분기기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위치 미세조정과 진

동 방지 등의 목적으로 쇄정장치가 설치되는데 거더의 중량을 고려하여 수직방향으로의 고정장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

다.

3. 기본설계의 구조해석

3.1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

초기설계에서 두 가지 설계변수를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를 A변수로 거더 높이는 B변수로 지

정하여 거더 높이는 1,400mm로 상면의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는 170mm로 설계하였다. 앞장의 Fig. 4와 같은 기하모델을 유

한요소 해석모델로 만들기 위해 격자형태의 요소망(mesh)을 형성하였다. 기본 요소망은 사면체 형태로 생성하도록 설정하였고

요소망 생성 결과 절점은 1,023,620개, 요소는 582,455개를 갖는 해석 모델이 생성되었다. 트레버스 분기기의 기본 프레임은 강

Fig. 3. Total assembly view of traverse switch system.  Fig. 4. Structure of single girder for traverse switch.

Fig. 5. Direct operation type.  Fig. 6. Rack & pinion oper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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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구성되어 있고 상면의 경우 콘크리트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Table 1과 같은 물성치를 각 부분에 맞게 설정하였다. 경계

조건은 Fig. 7과 같이 입력하였다. 구동부의 바퀴쪽은 좌우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직방향으로는 구속하고 수평방향으로의 움직

임은 허용하였다. 또한 하중 조건은 자기부상열차용 대차의 구조적 특징상 대차와 가이드레일간의 접촉면이 불분명하고 부상

및 추진전자석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식(1)과 같이 차량의 만차 조건(53ton)을 고려하여 한쪽 레일에 인가되는 하

중을 나눠서 인가하였다. 아래 식에서 P는 분포하중을 표현하기 위한 분포압력으로 단위는 Pa(N/mm)이고, Mc는 차량 만차시

중량을 의미한다. 계산 결과 한쪽 가이드레일에 46,772Pa을 인가하였다.

(1)

3.2 기본설계 해석결과

기본설계에서의 해석결과는 Table 2 및 Fig. 8과 같다. 트레버스 분기기의 총 중량은 90.424ton으로 분석되었다. 변형 해석결

과 최대 처짐은 가이드레일 끝부분에서 약 0.22mm 발생하였다. 자기부상열차는 대차에 설치되어 있는 공극센서에서 계측한 값

에 의해 부상제어가 이루어 지는데 가이드레일은 공극센서의 참조면이다. 따라서 분기기 가이드레일의 처짐은 부상시스템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설계가 바람직하나 공극센서의 분해능이나 추종성 성능을 볼 때 부상 제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응력 해석결과 최대 응력은 구동부와 거더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약 19.16MPa의 값이 발생

하였다. 이는 재질의 항복응력인 250MPa에 10% 미만에 해당하는 값으로 차량하중에 의한 분기기 거더의 항복은 발생하지 않

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 설계 시 안전계수는 파괴강도에 대해 정하중일 경우 3~4배 주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P Mc
vehicle length

girder length
-----------------------------------×⎝ ⎠

⎛ ⎞ 1

2
---

1

rail area
----------------------××=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s Properties

SS400

Density (kg m-3) 7,850

Young’s modulus (GPa) 200

Poisson’s ratio 0.3

Yield strength (MPa) 250

Portland cement 

concrete

Density (kg m-3) 2,300

Young’s modulus (GPa) 30

Poisson’s ratio 0.18

Fig. 7. Boundary conditions.

Table 2. Analysis results of basis design.

Design variables
Total weight (ton) Max. Deformation (mm) Max. Strass (MPa)

Thickness of top side (mm) Girder height (mm)

170 1,400 90.424 0.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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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응력해석결과를 분석해보면 과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통해 구조적 안

정성을 확보하면서 과설계를 완화할 수 있는 재설계를 진행하였다.

4. 구조 최적설계

4.1 설계변수 및 정식화

최적화 기법 적용에 앞서 Fig. 9과 같은 설계 변수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설계 변수는 분기기 상면의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

이를 선정하였다.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에 따라 전체 무게를 증감시킬 수 있고 하부에 전달되는 응력 및 변형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콘크리트 매립부는 기본설계의 깊이 170mm에서 타 부품과의 결합을 고려하여 160~190mm 사이를

10mm 간격으로 설계 변수를 지정하였다. 두 번째 설계 변수는 거더 높이를 선정하였다. 거더 높이는 분기기의 구조적 안정성

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거더 높이를 900~1,300mm 사이를 100mm 간격으로 지정하고 최적화 기법을 적

용하였다.

Fig. 9. Design variables of traverse switch.

부상 제어시스템의 설계기준은 대차부와 가이드레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 공극(8mm)에서 ±3mm의 공극 변위를 허

락하고 있다. 거더의 변형은 공극 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기존의 해석 및 실험[11]을 통해 약 3.8mm 의 거더

처짐에도 부상제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기 모델의 해석 결과 변형은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적 측면에서만 만족시키면 되므로 위의 설계변수를 바탕으로 아래 식과 같이 정식화 하였다.

 Minimize W(x) = W(A,B)

Subject to : σmax≤ σyield/3 (2)

140mm ≤ A ≤ 200mm

900mm ≤ B ≤ 1300mm

여기서, σmax는 분기기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 σyield는 재질의 항복응력이다.

Fig. 8. Result graphic of basi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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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적설계 방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함수와 설계변수의 변화정도를 표현하는 수학적 근사 모델이 필요하다. 이

러한 수학적 근사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크리깅법과 반응표면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리깅 기법을 적용한 모델을 생

성하였다. 크리깅 모델의 장점은 다수의 설계변수와 제약조건의 해석모델 에서도 낮은 오차율을 보이며 높은 비선형 응답을 갖

는 모델에도 적합한 기법이다. 아래식에서 y(x)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의 함수이며, f(x)는 설계 영역에서의 전역 모델로

x의 알려진 함수로 다항 함수로 표현한다. z(x)는 전역 모델로부터 나온 국부 편차를 표현해 주는 부분으로 평균이 0인 정규분

포를 따른다[11,12].

 (3)

전반적인 해석 과정은 Fig. 10과 같다. 먼저 3D CAD 모델에서 설계변수를 설정한 후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연동 후 유한요

소해석이 자동적으로 연계되는지 확인한다. 그 후 구조물의 중량, 변형, 응력에 대한 수학적 근사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실험계

획법 중 하나인 중심합성법(central composite design)을 이용하여 표본점을 생성한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각 표본점에 대해 유

한요소 해석을 진행하였다. 각 표본점의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도출된 중량, 변형, 응력에 대해 크리깅 근사 모델을 생성한다.

최종적으로 크리깅 근사 모델을 MOGA(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에 의해 최적화하여 최적 설계변수를 산출하게 된

다.

Fig. 10. FEA process.

4.3 최적설계 해석결과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설계점을 생성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Fig. 11 및 Table 3와 같은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해석 결과

를 분석해보면 거더 높이가 증가할수록 최대변형 및 응력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대 응력의 경우 모든 설계점에서 항

복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거더 높이가 1,100mm 이하일 때 큰 응력값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

더 높이가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며 1,000~1,100mm 사이의 값에서 최적 설계변수 값이 도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

한 분기기 상면의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는 최대 변형 및 응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기기 총 중량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거더 높이를 100mm 줄일 경우 약 700kg의 무게를 경량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면의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를 10mm 줄일 경우 약 800kg의 무게를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계획법을 활용한 유한요소해

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기설계에서의 과설계를 완화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거더 높이를 낮

추는 최적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경량화를 위해서는 상면의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적화 해석에 앞서 최대 응력은 항복 강도의 약 1/3배 값이 산출되도록 설정하였고 최대 변형 및

y x( ) f x( ) z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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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Table 3. Analysis results for design points.

Design point A(mm) B(mm) Total weight (ton) Max. strass (MPa) Max. deformation (mm)

1 160 900 86.68 219.93 0.55

2 160 1000 87.20 149.39 0.48

3 160 1100 87.63 31.55 0.22

4 160 1200 88.32 27.42 0.21

5 160 1300 89.01 23.49 0.20

6 170 900 87.56 211.52 0.54

7 170 1000 88.08 149.15 0.48

8 170 1100 88.51 31.97 0.21

9 170 1200 89.20 27.39 0.20

10 170 1300 89.89 23.48 0.20

11 180 900 88.44 215.03 0.54

12 180 1000 88.96 149.12 0.47

13 180 1100 89.39 31.83 0.21

14 180 1200 90.08 27.36 0.20

15 180 1300 90.77 23.46 0.19

16 190 900 89.31 218.80 0.53

17 190 1000 89.84 148.59 0.47

18 190 1100 90.27 31.78 0.21

19 190 1200 90.96 27.30 0.20

20 190 1300 91.64 23.47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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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는 최소화 하도록 설정하였다.

Table 4는 초기 설계점을 기준으로 생성된 크리깅 근사 모델에서 MOGA에 의해 3개의 최적 설계점을 도출한 결과이다. 첫

번째 최적 설계점은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는 140.88mm, 거더 높이는 1,059.06mm로 설계점이 생성되었고 이때의 총 중량은

85.78ton으로 기본설계에서 약 5% 절감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최대 응력은 61.33MPa 발생하였는데 이는

항복응력의 약 25% 이하로 최적화 해석 전에 설정한 항복 강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값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

대 변형은 0.32mm로 부상제어 시스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번째 최적 설계점은 콘크리트 매립

부의 깊이는 140.14mm, 거더 높이는 1,056.73mm로 설계점이 생성되었고 이때의 총 중량은 85.71ton으로 기본설계에서 약 5%

절감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최대 응력은 65.32MPa 발생하였는데 이는 항복응력의 약 25% 이하로 최적화

해석 전에 설정한 항복 강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값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대 변형은 0.32mm로 첫번째 설계점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번째 최적 설계점은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는 140.03mm, 거더 높이는 1,050.01mm로 설계점이

생성되었고 이때의 총 중량은 85.66ton으로 기본설계에서 약 5% 절감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최대 응력은

70.83MPa 발생하였는데 이는 항복응력의 약 30% 이하로 최적화 앞의 설계점들과 마찬가지로 약 1/3배에 해당하는 값이 산출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대 변형은 0.35mm로 앞의 설계점보다 큰 변형이 발생하였지만 부상제어 시스템에는 크게 영향을 주

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개의 최적 설계점을 분석한 결과 세번째 설계점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경량화가 가

능한 최적 설계점으로 선정하고 재설계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앞서 산출한 세번째 최적점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기 거더 구조물의 높이와 상면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를 재설계하였

다. 제작의 용이함을 위해 소수점 자리는 제외하고 콘크리트 상면의 깊이는 140mm로 거더 높이는 1,050mm로 모델링 하였다. 유

한요소 해석결과는 Fig. 12와 같다. Table 4에서 도출된 해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였지만 유사한 값의 결

과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적화 기법에 의해 도출된 최적 설계점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

Table 4. Optimum value of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s Optimization analysis result

Thickness of top side (mm) Girder height(mm) Total weight (ton) Max. strass (MPa) Max. deformation (mm)

140.88 1,059.06 85.78 61.33 0.32

140.14 1,056.73 85.71 65.31 0.32

140.03 1,050.01 85.66 70.83 0.35

Fig. 12. Result graphic of optimum design.

Table 5. Comparison of final results.

Design parameters
Design variables

Total weight (ton) Max. deformation (mm) Max. strass (MPa)
A (mm) B (mm)

Basis design 170 1400 90.424 0.22 19.16

Optimum design 140 1050 85.68 0.34 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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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기본설계와 최적화설계를 적용한 모델의 해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기본설계보다 콘크리트 매립부의 깊이는 30mm

감소하였고, 거더 높이는 350mm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총 중량은 90.42ton에서 85.68ton 으로 약 5ton을 경량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대 응력은 19.16MPa에서 69.35MPa로 강도측면에서 과설계된 부분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최대 변

형은 0.22mm에서 0.34mm로 0.12mm 증가하였지만 자기부상열차의 전체 시스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부상열차용 트레버스 분기기를 최적 설계하기 위한 파라미터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기본 설계에서의

과설계를 완화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상면의 콘크리트 매립부와 거더 높이를 설계변수로 설정하였고 총 중량, 최대변형, 최대응

력 파라미터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 실험계획법을 통해 거더 높이가 낮아질수록 최대 응력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1,100mm 이하의 거더 높이에서 최대 응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대 변형은 거더

높이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콘크리트 매립부는 최대 변형 및 응력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중량의 경우 거더 길이 100mm당 약 700kg의 무게를 경량화 할 수 있고 상면 콘크리트 매립부를 10mm 줄일

경우 약 800kg의 무게를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계획법 결과를 크리깅 기법에 의해 수학적 근사 모델로 생

성하였고 MOGA 최적화 방법에 의해 최적 설계점을 산출하였다. 선정된 최적 설계점을 바탕으로 모델을 재설계하였고 유한요

소 해석결과와 최적화 기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값이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최적화 기법에 의해 도출된 최적 설계점의 타

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본설계와 최적화된 설계를 비교해봤을 때 응력측면에서는 기본설계에서 발

생한 응력값 19.16MPa에서 최적화 설계 후 약 50MPa이 증가한 69.35MPa로 과설계 된 부분이 완화되었다. 총 중량을 비교해

봤을 때 약 5%의 경량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대 변형은 증가하였지만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량화의 결과로 인해 약 2,500만원 정도의 건설비를 절약할 수 있고 구동 모터 및 감쇠장치 등의 성능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타 장치의 제작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자기부상열차용 트레버스 분기기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경량화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트레버스 분기기의 적정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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