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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의 하부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차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이 작업은 수리공이 수리하기에 불편하기
도 하고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장비가 자동차의 리프트이다. 본 연구에서
는 세 가지의 자동차의 리프트 Model 1, 2, 3을 설계하였다. 구조용 강의 물성치를 모델들에 적용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하중을 가하여 해석을 하였다. Model 2, 3이  Model 1보다 더 적은 구조적 변형을 보였으며 Model 2, 3이 
Model 1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인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자동차 리프트 형상에 따른 내구성
해석을 통한 융합 연구에 대한 설계데이터를 활용함으로서 실생활에서의 자동차 수리 기자재 부품에 융합하여 그 미감
을 보일 수 있다.

주제어 : 자동차 리프트, 구조해석, 내구성, 전변형량, 등가응력, 융합 

Abstract  To repair the underside of the car, a repairman has to enter under the car body. But this work 
can make it difficult for him to fix it and the injuries can occur. To solve these difficult problems, the 
developed equipment is the automotive lift.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lift models 1, 2  and 3 were 
designed and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structural steel were applied. As the same load were 
applied under the same conditions on all models, the structural analyses were conducted. Models 2 and 
3 were shown to have the structural deformation less than model 1. Also, models 2 and 3 were shown 
to be more stable than model 1 structurally. By utilizing the design data on a convergence research 
through durability analysis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of automotive lift obtained on the basis of 
this result, the esthetic feeling can be shown by being converged onto the automotive repair equipment 
parts at actu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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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편하게 이동할 수 있
는 교통수단을 찾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교
통수단에 비해 쉽고 가격이 낮아서 부담이 없이 개인적
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자동차이다. 자동차 기
업들은 자기 기업만의 특색 있는 기술들과 차별화된 기
술로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까지 개발된 자동차의 종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또한 
이러한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기
술이 탑재된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교통수단
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교통
수단으로는 그나마 자동차가 있는데, 대부분의 장비들이 
그렇듯이 한번 사서 고장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은 존
재하지 않는다. 사용할수록 제품들은 고장이 나기 마련인
데 자동차의 가격이 교통수단 중에서 그나마 낮은 가격
이라고 하나 고장이 날 때 마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야 한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불만 사항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수리공
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자들이 편하게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리프트이다. 
자동차는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장이 발생하
는 곳이 가지각색이다[1-4].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프
트의 구조 변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CATIA를 통해 
3D모델링을 하였으며, 이를 ANSYS 프로그램을 통해 구
조해석을 실행하였다[5-11]. 이를 통하여 어떤 형상의 
자동차 리프트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에 있어 강도 평
가와 그 설계를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12-15]. 또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로서 설계
에 적용시 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
어서 본 논문의 해석 결과를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
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자동차 리프트 형상에 따
른 내구성 해석을 통한 융합 연구에 대한 설계데이터를 
활용함으로서 실생활에서의 자동차 수리 기자재 부품에 
융합하여 그 미감을 보일 수 있다.

2. 본론 

2.1 연구 모델
Fig. 1은 본 연구에서의 자동차 리프트 형상을 모델링

하고 해석을 위한 메시의 형상을 보여 준다. Model 1, 
2, 3 각각의 Node들은 63108개, 47752개, 53864개이
고 Model 1, 2, 3 각각의 Element들은 36202개, 
30315개, 35848개이다. 본 연구 모델은 구조용 강이며 
그 물성치는 Table 1에서와 같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1. Mesh configurations of models 

Young's modulus 2×105MPa 

Poisson's ratio 0.3 

Density 7850kg/m³

Tensile yield strength 250MPa 

Compressive yield strength 250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460MPa

Table 1.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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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조건
 

.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2. Fixed support conditions of models  

구조 해석의 조건으로서는 Fig. 2와 Fig. 3에서와 같
이 각 모델의 Fixed Support 지점과 Force 지점을 나
타낸 것이다. Fixed Support의 지점은 자동차 리프트와 
지면이 닫는 부분을 지정하였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3. Force conditions of models  

Fig. 3에서와 같이, 자동차 리프트는 자동차가 실제로 
올라가는 부분에만 힘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자동
차가 한쪽의 자동차 리프트에 올라가는 면에만 힘을 가
하였다. Force는 아랫방향으로 250kg의 하중이 리프트 
한 쪽 면에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2450N의 힘만을 가하
였다.

2.3 해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해석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 리

프트 모델의 전변형량과 등가응력 및 등가변형율을 해석
하였다. Fig. 4는 전변형량의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Model 1, 2, 3 공히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윗부
분에 가장 많은 변형이 나타났다. 전변형량의 해석 결과,
최대 변형량은 Model 1, 2, 3 각각 12.677mm, 
0.0061447mm, 0.098114mm인 값을 보였다. 그 중에
서 전변형량의 최대값은 (a)에서의 Model 1이 가장 크
다. Fig. 5에서의 등가응력의 해석 결과는 Model 1인 
(a)의 경우는 최댓값이 1555.5MPa, Model 2인 (b)에서
는 최댓값이 9.4336MPa, Model 3인 (c)에서는 
68.583MPa으로 나타났고, 등가응력의 최대값은 Model 
1인 (a)에서 나타났다. 해석 결과, Mode1 1의 경우에는 
이미 윗부분에서 파단이 일어나서 리프트 랙으로서는 윗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인다. Model 2의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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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내구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Model 3의 경우
는 그 강도가 적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Fig. 6에서와 같
은 등가변형율 해석의 결과는 Model 1인 (a)의 경우는 
최대 0.0085065mm/mm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이 
Model 2인 (b)에서는 5.4286×10-5mm/mm, Model 3
인 (c)에서는 0.00036232mm/mm로 최대값이 나타났
다. 등가응력과 등가변형율의 결과를 보면 Model 1인  
(a)가 가장 큰 값을 보였고 모델 (c)가 두 번째로 큰 값을 
나타냈으며 Model 2인 (b)가 제일 낮은 값을 보였다
[8-10].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4. Contours of total deformations at models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5. Contours of equivalent Stresses at models

(a) Model 1

(b)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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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odel 3

Fig. 6. Contours of equivalent elastic Strains at models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프트를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모델링하여 각 모델별로 구조해석을 하였다. 그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Model 1, 2, 3 모두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올라가
는 윗부분에 가장 많은 변형이 나타났다. Model 
1, 2, 3 각각 12.677mm, 0.0061447mm, 
0.098114mm인 값을 얻었는데 전변형량은 
Model 1이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2) 등가응력과 등가변형율의 결과를 보면 모델 1이 가
장 큰 값을 보였고 Model 3이 두 번째로 큰 값을 
나타냈으며 Model 3이 제일 낮은 값을 보였다.

3) Mode1 1의 경우에는 이미 윗부분에서 파단이 일
어나서 리프트 랙으로서는 윗부분을 보강을 해야 
하여. Model 2의 경우가 가장 내구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Model 3의 경우는 그 강도가 적당하
다고 사료된다. 

4)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자동차 리프트 형상에 
따른 내구성 해석을 통한 융합 연구에 대한 설계데
이터를 활용함으로서 실생활에서의 자동차 수리 
기자재 부품에 융합하여 그 미감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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