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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EU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규제 강화, 고유가 추세 그리고 농촌 인구분포의 고령화
등에 따라 친환경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소상공인을 위한 다목적 전기차에 대한 니즈 강화가 시장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농촌 소상공인을 위한 다목적 전기차는 적은 비용으로 유지가 가능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활성화를 통한 온실
가스를 감축할 뿐 아니라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야간작업 및 물류 운반을 위하여
매우 혁신적인 운송수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시행과 함께 영세 규모의 농촌 소상공인들이 비포장도로와 웅덩이가 많은 농로환경
에서 쉽게 운행할 수 있고, 농작물 운반 시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으며, 사고 시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를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들을 고찰하고 국내외 전기차를 벤치마킹하여 
12개의 모듈형 부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모듈형 전기차의 산업계는 물론 디자인계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주제어 : 모듈형 디자인, 농촌 다목적 전기차, 전기차 디자인, 친환경 전기차, 전기차 외형 디자인

Abstract  Since 2000, Korea has seen a big trend in the market, as the EU tightened regulations on 
environment due to global warming, high oil prices and aging rural population distribution, 
strengthening the need for multi-purpose electric moto vehicles for small farmers based on 
eco-friendly energy.
Multi-purpose electric motor vehicles for rural small businesses will be a very innovative means of 
transportation, not only maintained at a low cost and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the 
activation of eco-friendly energy, but also be a very innovative means of transportation for reducing 
the labor intensity of the aging farming industry and transporting night work and logistics.
In this pap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eco-friendly energy policies, small and medium-sized rural 
small business owners can easily operate on unpaved roads and well-drawn farming environments, 
while the intensity of labor can be reduced when transporting crops also can simply replace parts at 
a low cos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propose rural multi-purpose modular electric vehicles, the 
existing literature is reviewed and 12 modular parts are presented by benchmarking electric vehicles 
at home and abroad. This paper is thought to be helpful for the research of the industry as well as 
the design industry of modular electric vehicles.

Key Words : Modular design, Multi-purpose Electric Motor Vehicles, Electric motor vehic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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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08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 시스템을 발명

한 후 현재까지 오직 가솔린에 의존한 도시형 자동차 산
업의 발전과 함께 석유 수요의 상당한 증가, 급속한 산업
화의 성장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원유가의 상승과 온
실가스 배출이라는 환경파괴의 결과를 초래했고 현재는 
국제적으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중 운송부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여러 산업 중 최다임을 감안한다면 전기차 
산업은 향후 획기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
는 대표적인 그린에지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말부터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도시형 전기 
차는 배기가스가 없고 소음이 적어 친환경 정책으로 적
합하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허와 함께 
전 세계의 많은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소상공인
이 농산물 운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목적 소형 전기차
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세한 농촌 소상공인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시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를 제안하고
자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첫째, 문헌 연구로는 농촌 다목적 전기 차의 개념과 필
요성,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실증분석연구로는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 
디자인 프로세스,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 개발, 프레
임 구조해석 및 시험평가를 한다. 

셋째, 디자인개발연구로는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
의 외형제시 및 결론을 도출한다.

2. 본론

2.1 농촌 다목적 전기차의 개념과 필요성
농촌 다목적 전기차란 고속도로나 아스팔트에서 주로 

운행되는 도시형 자동차와 달리 비포장도로의 웅덩이와 
농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적재량 400kg의 농촌 물류와 
농업장비 운반이 용이한 다목적 4륜구동 전기차를 의미

한다. 또한 일일평균 운행거리가 짧고, 저속운행에서도 
동력 및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잦은 주정차 시에도 에너
지 소비가 최소화되는 특성을 만족시켜야한다. 그러면서
도 가격은 경운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급하여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
켜야한다[1].

City road

⦁Slow driving speed, road Wide.
⦁Vehicle-oriented transportation system
⦁Street lighting, three-dimensional intersection, 

Safety such as pedestrian crossing in subway 
Good facilities.

⦁Geographical familiarity of the driver height

Rural road

⦁The road is narrow and the winding is severe.
⦁Mixed transportation systems such as cars, 

cultivators and bicycles.
⦁Difficult to install and maintain safety facilities
  because of the wide area and low traffic density
⦁Often, drivers are not good at local road conditions.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Road Traffic 
Conditions between Urban and Rural 

농촌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경운기는 속도가 일반 자
동차에 비하여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운행되는 도로 여
건도 도시와 여러 면에서 상이한 특성이 있으며, 시계가 
불량한 야간에는 운행상태를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로 사
고 시 운전자의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사실을 뒷받침 하는 자료로 『국립농자재검사고』의 '농
업용 기계. 기구 검사관계규정'에서 잘 적시되어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사용 트랙터의 경우, 트레일러 
뒷문에 미등(차폭등), 방향지시등을 부착토록하고 있고, 
경운기 뒷면에는 야간에 후방 150m에서 자동차 전조등
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 일정규격의 야간반사경을 부
착토록 하고 있으나 경찰청 집계 경운기관련 교통사고통
계를 보면 지난 5년간 매년 3~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0년도에는 '2000년도 보
다 사망자수가 11.0% 증가하였는데, 이는 10만대 당 사
고율에서 일본 보다 13배나 높은 수치이다”[2].

사고 시 취약한 경운기와 비교하여 농촌 다목적 전기
차는 미등과 방향 지시등, 루프(Roof)가 부착되어 있어 
야간 주행과 우기 운행에도 안전할 뿐 아니라 여성이나 
노령 운전자도 쉽게 운전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디자인 
되어있다. 또한 부분 교체가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으로 
개발 되어 사고 시 저렴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간
단한 방법으로 교체 할 수 있어 농기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3].

현재 농촌지역은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로 고령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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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classification Korea Japan USA Europ
e PCT Total

Motor design

AC Electric motor 2 2 1 1 3 9
Reluctance 

Electric motor 0 0 0 0 1 1

PMSM/IPM 0 0 0 0 1 1
Motor Design Other 5 8 3 3 5 24

Motor design field 7 10 4 4 10 35

Motor 
controller 
design

Speed   control 4 10 4 2 3 23
Current control 7 16 24 26 25 98

Regenerative braking 9 6 9 10 7 41
Torque control 9 19 9 10 10 57

Motor controller 
design Other 9 24 16 4 6 59

Motor controller design field 38 75 62 52 51 278

Power 
converter 

design

DC/AC 3 16 8 2 4 33
DC/DC 12 25 13 5 8 63

Power Converter 
Other 6 21 14 4 17 62

Power converter design 21 62 35 11 29 158

Development 
of electrical 
equipment

Sensor 21 46 14 3 15 99
Connector 6 1 9 3 8 27

Electrical equipment 
Other 9 28 14 3 10 64

Electronics development field 36 75 37 9 33 190
Patent total 102 222 138 76 123 661

Table 3. Distribution of patent applications for domestic 
and overseas electric drive systems 

인 농업종사자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을 통한 외국인 여
성농업종사자, 젊은 귀농인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농산물과 농장비등을 이동하기 
위한 운송수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농가소득의 감소로 효
율성과 가성비가 높은 차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에서 국제 유가의 상승 또한 농촌 전기차 시장의 필요성
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2 국내외 다목적 전기차의 현황

2.2.1 국내외 기술개발 배경과 특허현황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현상도 소형 전기차 판매 확대의 촉
진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CAFE(기업평균연비)기준을 
2025년까지 승용차 54.5mpg(=23.2km/l)로 대폭 강화
했다. 그리고 유럽 (EU)도 기업별 평균 CO2 배출량을 
2008년 154g/km에서 2015년 까지는 120g/km, 2020
년 까지 95g/km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
차를 경제적인 면에서 환경 개선 효과 비용으로 환산하
면 1만대 이상 판매한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연비규
제기준 미달 시 0.1mpg 당 14달러씩(2015년식 모델부
터)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한 대당 연
간 약 21만원으로 전기차 1만대를 보급하면 연간 약 21
억원의 환경적 편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에 발마추어 기업에서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기
차 사용자를 늘여 배기가스를 줄이는 추세이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구동하므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고 소음도 거의 없
기 때문이다[5].

아래의 국내외 특허출원 연도별 누적건수 분석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9
년~2001년 사이이고,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다. 다시 
2006년도 이후부터 전기구동 시스템 관련한 특허 출원
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대 초반 감소세를 발생시킨 특허출원 경향이 2006년 이
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술동향이 점진적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하
는 것으로써,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특허출원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
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출원 경쟁에서 해외 
선진업체 대비 낮은 특허 출원이 발생될 경우, 결과적으
로는 향후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해
외 선진업체들로부터 기술종속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
어지며, 이는 국내 기간산업으로써의 자동차산업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6].

Table 2. Cumul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patent applications

아래 국내외 전기구동 시스템 특허 출원 건수 분포 표
를 보면 전기구동 시스템 세부기술 항목별 각국의 특허 
출원 경향은 총 661건이 출원되어 있으며, 이중, 전동기 
제어기설계 분야에서 278건으로 전체 특허의 42%를 차
지하고 있고 이외의 제어기 및 전장품 관련한 특허 출원
이 24%(158건) 및 28.7%(190건)의 출원 점유율을 나타
내고 있다. 전동기 설계분야의 경우 약 5.3%(35건)의 점
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출원 양상은 전동기 
하드웨어 기술의 경우 기존 산업용 전동기 시장에서 고
출력 대용량 전동기를 이미 개발하고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하여 산업용기기가 아닌 
자동차에 대용량 전동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어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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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변환기와 같은 부대장비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필
요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관련 기업에서 
전동기 제어기관련 특허를 다량으로 출원 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7].

2.2.2 국내외 농촌 다목적 전기차 현황
세계적으로 초창기 농촌 다목적 전기차는 1인이 탈수 

있는 단순한 디자인에 변속기가 장착된 형태의 농업용 
운반차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별 농작지의 지형과 규모 등의 요
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발되고 있다.

Characteris
tic Asia Europe USA

Environme
nt

-Farming
-Small 

mountain

-Farming
-Mountai

n

-Flat 
farming

Small 
farming

-Two 
wheel 
tractor
-High 
ground 

clearance

-Two 
wheel 
tractor
-Dry 
land

-Garden 
tractor

Home,
Carrying

-Two 
wheel 
tractor

-Two 
wheel 
tractor

-Garden 
tractor 
UTV

Field
equipment -Tiller -Ferrari 

ABEI

-John 
Deer

Garden 
Tractor

Future 
trend

-Low-cost 
garden 
tractor

-Small 
ABEI 
type

-Low-cos
t garden 
tractor

Urban 
urbanizatio

n 
in the 
future

-Low cost 
equipment 
requiremen

ts

-Econom
ical 

equipme
nt

-Low-cos
t garden 
tractor
-UTV

Table 4. Farming Equipment History

농촌 다목적 전기차는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동
공업에서 UTV 매크론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
의 농업용차는 완성차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시
장 점유율은 John Deere와 Kanzaki사가 시장의 82%
를 차지한다[8].

division company name product name
domestic Daedong Mechron250, 500

Oversea

Kanzaki Tuff-Torq
John Deere UTV, ATV

Can-Am UTV, ATV
Polaris UTV, ATV

Yamaha and others Carrier  and others

Table 5. Domestic and foreign multi-purpose compact 
electric car competitors

2.3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 디자인 프로세스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은 

국내외 점유율 상위  6개사의 18개의 모델 (Fig. 2참조)
을 기초로 하여 아래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개발을 
하고자 한다.

process
▪ Perform comparative evaluation by analyzing 

design elements for benchmarking UTV 
design of competitors.

▪ Use as a basis for future design strategy and 
application plan establishment

Fig. 1. process

2.3.1 디자인 벤치마킹 대상 선정 

Fig. 2. Domestic and foreign benchmarking target
design analysis 

좋은 차의 기준은 하나의 틀을 정해 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차를 쓰는 목적에 따라서 또는 어
디에 중요성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변
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들이 전기차를 
개발할 때 가지게 되는 공통된 목표 역시 ‘좋은 차’를 만
드는 것인데 좋은 차의 기준이나 판단은 사용자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료수집과 벤치
마킹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과 요구에 의해 아직까지  보
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9].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한 기준 중 농촌 다목적 전기차
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국가의 문화와 특징에 따른 전기
차 디자인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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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방적이며 시원스러운 성격
은 농촌 다목적 전기차 디자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강력하고 힘차고 단단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비교적 큰 사이즈의 차체와 차체를 둘러싼 단단한 외형
은 대범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다준다[10].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농촌 전기차 디자인에는 이탈리
아 특유의 낭만과 열정이 충분히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유연함이 우수하고, 정교한 선의 활용, 곡선 및 직선의 다
채로운 결합, 열정적이고 변화가 풍부한 스타일 등을 지
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아울러 구조적 안정성과 함께 
대단히 개성적이고 독보적인 분위기를 확보하고 있다[11].

일본의 농촌 다목적 전기차는 작은 차체를 가장 큰 특
징으로 하며, 재질도 가볍고 경쾌하다. 절약과 재난에 대
한 대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차체의 운행 소모를 최
대한 줄이는 방안을 세밀하게 연구할 뿐 아니라, 비용 대
비 효율성을 지향하며, 공간 이용률을 최대한도로 추구한
다. 이러한 구성은 일본 자동차의 외관을 경쾌하게 만들
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친근감을 안겨준
다[12].

2.3.2 Concept Sketch
국내외 디자인 점유율 상위 6개사의 18개 모델(Fig. 2 

참조)을 벤치마킹하여 아래 Fig. 3과 같이 A,B,C,D,E,F, 
G의 7개 Type의 농촌 다목적 전기차의 외형디자인 
Concept Sketch를 한다. 

Fig. 3. Concept Sketch

2.3.3 디자인 요소 추출
후드, 데시보드, 사이드바디 등 각 외장 Body 디자인

은 참여전문가(제품디자인 전공 교수 3명과  현직 디자
이너 5명)의 인터뷰와 함께 3회에 걸친 스케치 수정을 통
하여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제작가능성, 조립성, 독창성, 
경제성 등의 평가항목과 참여 전문가의 디자인 선호도 
평가를 통하여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1st design
sketch 

2nd 
design 
sketch 

3rd 
design 
sketch

Fig. 4. Design Sketch

2.3.4 디자인 요소별 평가
경쟁사 모델별로 디자인요소와 Attribute에 대해 

Linear scale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래 그림은 경쟁사 
John Deere의 HPX 4X4 모델의 Main Color, Sub 
color ratio, Overall shape, Hood /Bumper, Grille, 
User experience 의 디자인 요소를 Linear scale 평가 
분석한 사례이다.

Evaluation by design element
▪ Linear scale evaluation of design elements 

and attributes for each competitor Model.
▪ Plotting design elements and attributes in 

pairs on a two- dimensional plane using 
the first evaluation results,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each UTV design element

Fig. 5. Evaluation Example by Design Element

아래 Fig. 6과 같이 1차 Linear scale 평가 결과를 활
용하여 디자인 요소와 Attribute를 쌍으로 2차원평면에 
Plotting 함으로써 농촌 다목적 소형 전기차 경쟁사의 
외형 디자인 요소 분포특성과 Main Color 디자인 요소 
분포를 교차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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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ross-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external 
design elements

Fig. 7. Cross-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main 
color design elements

2.3.5 디자인 요소별 특징분석
참여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부품을 활용하여 디자인 요

소별 특징을 분석하여 Assembly 모델링을 완성한다.

Fig. 8. Assembly Design

Assembly 모델링에 맞는 Chassis frame 모델링을 
완성한다.

Fig. 9. Chassis Frame Modelling

2.4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 개발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자인 선호도 조사와 교차 디자인

평가를 통하여 사고 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 구성 부품 12개를 결정한다. 

Fig. 10. Electric vehicle Diagram

다목적 전기차  모듈형 부품 12개의 각 파트를 3D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부품도로 제시한다.

Exploded parts
① Cabin
② Pedal plate
③ Dashboard
④ Door R/H
⑤ Fender R/H
⑥ Hood
⑦ Bumper/ Grill
⑧ Fender
⑨ Deck
⑩ Fender L/H
⑪ Door L/H
⑫ Loading box

  

Fig. 11. Modular Parts Diagram

2.4.1 모듈형 부품의 3D 모델링
참여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모듈 각 부품의  3D 모델

링을 진행한다. 

            Fig. 12 Hoo   Fig. 13. Dash Panel

. 

      Fig. 14. Dash Board Fig. 15. Batter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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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모듈형 부품의 금형 제작
결정된 최종 외장 Body 모듈형 부품을 강도에 맞는 

소재로 금형 한다.

REAR DECK SEAT BASE

REAR DECK (Mold picture)

Fig. 16. Re0ar Deck Management Chart

2.4.3 외관 3D 렌더링
3D모델링 된 모듈형 부품을 조합하여 완성된 외관을 

렌더링 한다. 

Fig. 17. Appearance 3D Rendering

2.5 프레임 구조해석 및 시험평가
2.5.1 프레임 구조해석  
구조해석은 농촌 다목적 전기차 프레임 설계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개발된 모듈형 Body를 
장착한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전기차 
모듈형 부품 조립 및 적재물 적재 시 강성과 강도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하중설정을 검토하였다[13].

Test / Interpretation  Load setting

▪ Application material: SS400,  Yield stress:205MPa. 
▪ The tensile strength:400MPa
▪ Load condition : Battery load(2400N)
                   Cargo weight(4000N)

Table 6. Test / Analysis Load Setting

고강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도해석 조건은 아
래와 같다. 

Fig. 18. Frame Structure Analysis

해석조건(CAE Model)은 다음과 같다.
  ▪ 구조해석 시 적용된 CAE Model은 다음과 같음.
  ▪ Using analysis program : MIDAS NFX
  ▪ CAE Model : CHASSIS FRAME ASS’Y
  ▪ Solid Mesh : TETRA
  ▪ Contact condition : welded bond
  ▪ Load case : battery weight, load weight

Fig. 19. Structural Analysis Review Results

해석결과 배터리 지지부 및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구
조변강 보강이 필요하였다.

Fig. 20. Change Fra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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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지지부 구조물을 보강하
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하였다[14].

Analysis 
result 

Structural 
analysis

Bending 
analysis Remark

Original model 6,467(100%) 473,85(100%)
SS400 Material Yield 

stress
205MPa(185(90%))

Crystal model 2911(45%) 394,172(83%) Increased structural 
strength

Analysis 
 result

The modified model with added reinforcement has 
increased structural strength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 reducing displacement.

Table 7. Review of Frame Stiffness Change for Frame 
Structure Change 

2.5.2 모듈형 부품의 시험평가 프로세스
개발 대상품의 성능평가는 아래의 프로세스에 맞추어 

시험 평가를 진행한다.

▪ Preparations
1. Test module development
2. Creating a test environment
▪ Determination of test 

objectives
3. Analysis of module needs
4. Determin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 Pre-test evaluation
5. Development vehicle 

performance check
▪ Test and evaluation
6. Performance Requirements 
   Satisfaction Assessment
▪ Performance Certification

Table 8. Trial process 

2.5.3 시험평가
차량 적재중량 시험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적재무게

를 400kg으로 두고 25%(14°이상) 등판이 가능한지 시
험평가 한다[15].

          

       Back load = Vehicle weight(640kgf) + Loading weight(400kgf) = 1040kgf
   
   Fig. 21. Change Frame Structure 

▪ 시험 로에 진입/이탈 시 타이어 이외에 간섭 부위
가 있는지 점검한다.

▪ 시험차량에 중량더미(400kgf)를 적재함에 적재함.

▪ 시험 차량의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하고 정지 상태
를 유지하게 한다.

▪ 등판 시험조건(1040kg)에 맞도록 차량 중량 및 주
행 부하를 조정한다.

▪ 주행모드에서, 해당 적재무게에서 차량 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주행 정지 시 차량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탑재물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기록한다.

▪상기 시험을 5회 반복한다.

division Target performance

Driving on a slope Driving over 30% (16.7 °) of 
sideways

Table 9. Road slope test

▪대기횡경사로를 시험 차량이 통과하면서 주행 안정
성을 확인하고 시험 결과표에 기록한다. 

 

     Fig. 22. Possible to climb on 25% slope (14 °) 
after loading 400kg

2.5.4 Chassis Frame 조립  
▪ 공구는 자동차 내부 부품조립에 큰 영향을 끼침
▪ 특히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양산과 동일한 품질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임
▪ 부품 검사 및 조립 장소 확보
▪ 조립 LINE /조립 LINE 제작시설
▪ 완성프레임 검사
▪ 완성프레임 부품 조립장 출고

Fig. 23. Chassis Fram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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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모듈형 외장 파트 조립 
▪ 소형 전기자동차를 구성하는 파트조립
▪ 특히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양산과 동일한 품질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임
▪ 부품 검사 및 조립 장소 확보
▪ 조립 LINE /조립 LINE 제작시설
▪ 완성차 검사
▪ 완성차 

Fig. 24. Modular Exterior Part Assembly  

3. 결론

3.1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 외형 제시 및 결론
Chassis Frame에 시험평가 프로세스의 단계별 평가

를 통과한 모둘형 부품들을 파트별로 조립하여 완성된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의 외형을 제시한다.

Fig. 25. Rural multi purpose small electric car p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도시형 전기차는 공해 물질의 배출 감
소, 높은 에너지 효율 등의 장점을 가지고 국가의 문화와 
산업적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부상
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 소상공인 및 여성들을 위한 차세
대 농촌 다목적 전기차 또한 사용자의 요구와 환경에 조
화를 이루고 기존의 디자인과 차별화하여 발전시켜 나가
는 것 역시 디자이너의 역할이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 다목적 소형 전기차의 문헌조사, 
실증분석연구와 함께 연구자의 모듈형 디자인 프로세스 
제시를 통하여 향후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의 발전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는 경운기보다 많은 

적재 물을 싣고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
으로 운행이 가능하여 영세한  농촌 소상공인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기계화된 작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기계의 혁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둘째, 대기공기 오염 문제 중 운송부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여러 산업 중 최다임을 감안한다면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는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동력만으
로 구동되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 배출가스 규제 
방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에너지 작업차량
으로 융합에너지 산업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셋째,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는 여성이나 노인 영
농종사자도 쉽게 운전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디자
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음이 적어 비포장도로를 운전
할 때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고 시 모듈형으로 
디자인된 외장 Body부품은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
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듈형 설계능력 구축은 결
과적으로 향후 다목적 전기차 시장에서 해외 선진 업체
로부터 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고 제품의 국산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넷째, 모듈형 전기차의 디자인적인 강점은 다양한 감
성적 디자인 모듈을 개발함으로 니즈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농촌 환경은 노인 및 중 장
년층, 이주 여성인력, 젊은 층의 귀농으로 다양한 학력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류 및 
네트워크 환경이 니즈의 변화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
므로 다양한 모듈디자인 개발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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