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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고찰은 철도 차량의 측 구조물(Side Structure) 외판의 이음(겹침)부 연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측 구조물의 외판은 두 개의 큰 스테인리스 스틸 평판(Stainless Panel)으로 

덮혀져 있으며, 두 판넬 간 연결은 이음(겹침) 부위에 SPOT 용접으로 구속되어져 있다. SPOT 용접 

구조는 연결부가 돌출된 구조로 감성적 품질이 떨어지며, 후속 씰링(Sealing) 공정이 추가로 필요

하며, 또한 이음(겹침)부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누수에 취약한 구조 이다. 현재의 겹침 구조에 

Spot(점) 용접 대신 맞대기 구조의 연속 용접인 레이져 용접 방법을 채택하여, 외부 미려도 향상

뿐만 아니라, 수밀용접 구조를 만들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시킨다.

주요어 : 철도차량, 외판, 레이저 용접

1. 서 론 

철도차량은 외부로 보이는 부분의 감성 품

질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스테

인레스 철도차량의 외판의 이음(겹침) 용접

방법은 상부 판넬이 하부 판넬을 25mm ~30mm 

정도 덥어 겹침 구조로 만들어 SPOT 용접 후 

이음부에 실링을 하여 마감처리를 한다. 현

재의 스테인레스 롤 판제의 제작 규격은 

1210mm 로 철도차량의 외판 높이 약 2000 mm

를 맞추어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부판넬 및 

하부판넬을 제작하여 이음(겹침) 용접을 하

여야한다.  이 겹침부위가 외관 미려도를 저

하시키고 외부 데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여 현재 적용중인 겹침구조에 SPOT 용접을 

적용하는 대신 레이저 이음용접으로 외판 미

려도 및 작업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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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철도차량의 외판 이음(겹침)용접 

2.1.1 철도차량의 측 구조물의 외판

철도차량의 차체는 하부구조(Underframe) 

지붕구조(Roof Structure), 측구조(Side 

Structure), 전두부구조(Cab Structure) 및 

단부구조(End Structure)로 구성된 육면체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림1 은 일반적인 

전동차용 차체의 구조물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1 철도차량 차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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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외판 이음(겹침)부위 구조 비교

1) 철도차량의 측구조 이음(겹침부위) 

 그림 2 측구조 외판 이음(겹침) 부위 

      

2) SPOT 용접 외판 겹침 구조 

 현재 측구조물 외판의 연결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3 과 같이 겹침구조이며, 

Spot 용접에 의해 연결되며, 현재는 겹침 

구조는 아래 그림 3 같다. 

  그림 3 측구조 외판 기존 겹침 부위

3)외판 맞대기 레이저 용접 이음 구조

 맞대기 접합 구조에 레이저 용접을 적용

한 외판 연결 방법 및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두 개의 평판을 맞대기 구조로 고정

한 후, 레이저 용접 적용한 사례로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측구조 외판 레이저 이음 부위

3. 결 론

외판 이음용접을 SPOT용접이 아닌 레이

저 용접을 적용하면, SPOT 용접의 단점인 

겹침부SPOT 용접부위 용접 탈락 현상, 씰

링 공정 소요 및 씰링 불량, 마모, 탈락으

로 인해 실내로 물 유입현상 및 돌출된 부

위로 인해 외판 미려도 저하를 방지하여 

돌출부 삭제로 인한 외판 미려도 향상 및 

레이저 전 길이 맞대기 연속 용접으로 인

해 씰링 작업이 불필요 하고 용접 수밀 구

조를 완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