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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ja 부문은 차 검사 및 제동시험 등을 테스트한 뒤 본 경기가 진행

특히,  내구 2 경기는 요철과 구배가 있는 오프로드 서킷 50랩 

내구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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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기 형상 

폭 : 800mm 

전장 : 2100mm 

축거 : 1900mm 

전고 : 1300mm 

2.2 재료 – Alloy steel 

밀도 : 7.7e^(-6)kg/mm^3 E=210GPa 

2.3 목적 함수 

컴팩트한 설계를 위해 부피 최소화! 

솔리드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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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 

2.4 구속 조건 

변위2 : 굽힘 하중에 대한 변위 

변위1 : 비틀림 하중에 대한 변위 

응력 : 



2.5 강성 가정 

02 

굽힘 강성 

비틀림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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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초기 단면 

솔리드 모델 이외 같은 치수를 가지는 빔 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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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Bending Test 

2.8  Torsional Test 

하중 : 리모트 하중 1500N 

앞바퀴 : 핀구속 

뒷바퀴 : 롤러구속 

뒷바퀴 : 고정 구속 

하중 : 집중 하중 4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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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Mode Analysis 

모든 바퀴 : 단순 지지 구속 

굽힘 하중 비틀림 하중 고유 진동수 무게 

결과 값 0.992mm 10.28mm 

18.98Hz 29.99kg 

강성 1512N/mm 
124514Nm/ra

d 

2.10 초기 모델 결과 값 



03 

Bottom Surface Front Bumper 

Seat Back Sid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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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ending Test 

최대 변위 : 0.0576mm 

K=26040N/mm 

4.2  Torsional Test 

최대 변위 : 1.087mm 

K=1177550Nm/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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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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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하중 비틀림 하중 고유 진동수 무게 

결과 값 0.0576mm 1.087mm 

23.021Hz 43.3kg 

강성 
26040N/ 

mm 

1177550Nm/ 

rad 

4.3  Mo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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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점 200개를 구하고 치수 최적화를 통한 결과 

충돌로 설정하였던 빔들의 두께가 두꺼워짐! 



5.1 Bending Test 

최대 변위 : 0.0522mm 

K=28700N/mm 

5.2  Torsional Test 

최대 변위 : 0.922mm 

K=1388000Nm/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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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결과 값 

굽힘 하중 비틀림 하중 고유 진동수 무게 

결과 값 0.0522mm 0.922mm 

26.8Hz 48.02kg 

강성 
28700N/ 

mm 

1388000Nm/ 

rad 

5.3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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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강성 

(N/mm) 

비틀림 강성 

(Nm/rad) 

고유 진동수 

(Hz) 

무게 

(kg) 

초기 모델 1512 124514 18.98 29.99 

위상 최적화 26040 1177550 23.02 43.3 

치수 최적화 28700 1388000 27.556 48.02 

초기 모델 

위상 최적화, 치수 최적화 무게 60% 증가 
굽힘 강성 18배 증가 
비틀림 강성 10배 증가 
고유 진동수 4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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