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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rbody underframe of TTX vehicle should be modified a lot for the installation of new devices such as an 
active suspension system between the bogie and the carbody of TTX vehicle, because the carbody underframe is 
one body structure consisting of a center sill welded with a carbody bolster. Modification operation of the carbody 
takes a lot of time and cost, because the huge sized carbody structure should be moved to a machining apparatus 
and machined to guarantee the manufacture accuracy of new device installation brackets. For this reason, 
modification operation improvement is needed to install new devices more efficiently between the bogie and the 
carbody.
This paper introduce the development of 'bogie/carbody interface bolster' that not only supports the carbody weight 
but also enables new devices to be installed more efficiently between the bogie and the carbody. This development 
has advantage to reduce working time and cost to install new devices such as an active suspension system between 
the bogie and the carbody by minimizing the modification of the carbody of TTX vehicle.

1. 서론

철도차량은 점차 고속 첨단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양질의 승차감 향상은 철도차량 산업의 핵심

적인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철도차량의 주행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량 기술

로서 능동 틸팅장치와 더불어 기존 수동 현가장치의 고정된 현수 특성으로 인한 승차감 저하 문제를 혁

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동 현가장치[1,2,3]가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능동 틸팅장치가 적용된

TTX 차량[4]에 능동 틸팅장치를 삭제하고 능동 현가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향후 능동

틸팅장치와 능동 현가장치를 동시에 적용한 차량 설계 시 참고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TX 차량의 차체 언더프레임은 차체 볼스터가 센터실에 용접된 일체형 구조이므로, 능동형 현가장치

와 같은 신규 장치를 TTX 차량의 대차와 차체 사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차체 언더프레임의 대폭 수

정이 필요하다. 차체 수정 작업은 신규장치용 설치 브라켓의 제작 정밀도 확보를 위해 거대한 차체 구

조물을 가공장비로 이동하여 가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

차와 차체 간 신규 장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수정 작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차체의 하중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대차와 차체 사이에 신규장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

가능하게 하는 대차/차체 인터페이스 볼스터(이하 ‘인터페이스 볼스터’)의 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본 개

발은 TTX 차량의 차체 수정을 최소화하여 능동형 현가장치와 같은 신규 장치를 대차와 차체 간 설치

시 작업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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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TTX 차량의 능동 현가장치 설치를 위한 신규 대차 개발

TTX 차량은 다음과 같은 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5]되었다.

a. 최고 운행속도 180km/h (200km/h 이상의 임계속도)

b. 곡선주행속도는 캔트부족량 250 ～ 300mm를 목표

c. 6량 1편성의 전기동차(EMU) 형식

d. 고속화와 틸팅에 따른 기존선의 궤도부담력 최소화를 위해 4량의 구동차에 동력 분산

e. 복합소재 적용 차체 등의 경량화를 통해 최대 축중 15톤 이내로 설계

f. 틸팅 기구장치 및 전기기계식 액츄에이터의 대차 내 구성(그림 1～3)

g. 유연한 요 강성 확보를 위한 자기 조향장치(그림 4) 적용

그림 1. TTX 차량의 차체 틸팅 방식 그림 2. TTX 차량용 구동대차

그림 3. 틸팅 기구 장치 그림 4. 자기 조향 장치

위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된 TTX 차량에 기존 수동 현가장치의 고정된 현수 특성으로 인한 승차감

저하 문제를 향상시키고자 능동 현가장치 탑재를 검토하였으나, 틸팅 볼스터와 차체 언더프레임 간 공

간 협소 및 대차/차체 간 상대변위 발생 시 능동 현가장치와 타 장치(공기스프링, 스윙링크, 케이블 등)

와의 간섭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며, 틸팅 볼스터가 삭제된 신규 대차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6]되었다. 위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 개발 중인 능동 현가장치 2 종을 TTX 차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2 종의 신규대차를 설계하였고, 대차/차체 간 상대변위 발생 시 능동 현가장치와 타 장치 간 간

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능동 현가장치 Type 1: ∅ 200 mm x L 1,000 mm, 1 Set 구성

- 능동 현가장치 Type 2: ∅ 200 mm x L 600 mm, 2 Se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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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차는 상대적으로 장치의 수가 적은 부수대차를 선정하였고, 비용절감 및 제작시간 단축을 위

해 TTX 차량(그림 5) 기존 대차(그림 6)의 장치(휠셋, 도유기, 제동장치 등)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차체 언더프레임의 수정을 최소화하고 능동 현가장치를 포함한 대차/차체 간 취부 장치들

의 설치 작업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볼스터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5. TTX 차량 그림 6. TTX 차량용 부수대차

대차 프레임은 능동 현가장치 설치 공간 확보와 안티롤바의 간섭 회피를 위해 틸팅 볼스터, 스윙암

및 틸팅 액츄에이터 브라켓을 삭제하였고, 사이드 프레임, 트랜섬, 요 댐퍼 브라켓, 공기 스프링 시트, 횡

버퍼 브라켓 및 제동 브라켓의 형상을 변경하였으며, 능동 현가장치 설치용 브라켓을 트랜섬 서포트에

추가 설치하여 능동 현가장치 및 신규 대차 장치들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7 ～ 8)

 

그림 7. 신규 대차 프레임(Type 1) 그림 8. 신규 대차 프레임(Type 2)

2.2 인터페이스 볼스터 개발

TTX 차량의 차체 언더프레임은 차체 볼스터가 센터실에 용접된 일체형 구조이므로, 능동형 현가장치

와 같은 신규 장치를 TTX 차량의 대차와 차체 사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차체 언더프레임의 대폭 수

정이 필요하다. 차체 수정 작업은 신규장치용 설치 브라켓의 제작 정밀도 확보를 위해 거대한 차체 구

조물을 가공장비로 이동하여 가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능동 현가장치의

외형 변경에 따른 설치 브라켓 설계 변경 시 마다 대차/차체 분리 후 차체 수정을 반복하여야 하기 때

문에 시간과 비용은 더욱 상승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TTX 차량의 능동 현가장치 설치 및 수정 작업 개선

을 위한 인터페이스 볼스터 개발을 소개한다. 인터페이스 볼스터를 적용할 경우, 차체의 수정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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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 현가장치의 외형 변경에 따른 설치 브라켓 설계 변경 시에도 차체의 수

정 없이, 인터페이스 볼스터만 수정하면 되므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볼스터 개발

은 아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 인터페이스 볼스터의 장점

a. 대차/차체 사이에 설치되는 2차 현수 장치(공기스프링, 안티롤바, 댐퍼 류 등)를 차체 언더프레

임이 아닌 인터페이스 볼스터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완성대차 내에서 2차 현수장치 조립 가능

b. 대차를 쉽고 빠르게 차체와 분리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

c. 차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강성을 높힐 수 있으므로, 차체 센터실의 중량 저감 가능

d. 보조 공기통으로 사용 가능

(공기스프링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매우 유효하고,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음)

e. 직진방향 가속력, 제동력 및 견인력 전달 가능

f. 알루미늄 재질의 차체에 철강 재질의 인터페이스 볼스터 적용 가능

g. 안티롤바 지지 가능

h. 인터페이스 볼스터에 스토퍼 기능 추가 가능

- 인터페이스 볼스터의 단점

a. 인터페이스 볼스터가 추가되므로 차량 중량 상승

b. 인터페이스 볼스터와 차체 결합부위에 알루미늄 부식방지 처리가 필요

c. 차체 언더프레임의 안정성이 낮아지므로 별도의 리프팅 장치가 필요

d. 차체와 인터페이스 볼스터 간 체결은 볼트/너트 구조로만 가능하므로, 차량 리프팅 시 높은 하

중이 볼트/너트에 인가

e. 충분한 강도 확보를 위해 인터페이스 볼스터는 차체 언더프레임의 센터실에 취부 되어야 함

f. 인터페이스 볼스터 제작 비용 및 추가 유지보수 필요

g. 인터페이스 볼스터와 차체 조립부 제작 시 높은 정밀도 요구

그림 9. 인터페이스 볼스터(Type 1) 그림 10. 인터페이스 볼스터(Type 2)

위 그림은 능동 현가장치를 TTX 차량에 설치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볼스터를 나타낸다. 인터페

이스 볼스터와 차체는 볼트로 체결하였고, 인터페이스 볼스터의 내부는 밀폐형 구조로 설계하여 보조공

기통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횡 버퍼 브라켓과 능동 현가장치 브라켓을 용접타입으로 취부하였고, 대차/

차체 간 상대변위 발생 시 장치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2.3 인터페이스 볼스터의 효율성 검증

인터페이스 볼스터의 적용 유무에 따른 수정 작업 경비를 비교하여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수정 작업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비 등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1인 1시간의 노동량 단위(Man

Hour)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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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인터페이스 볼스터 미적용/적용 경비 비교 도표 2. 수정 회수 대비 절감 경비

작업

인터페이스 볼스터

비고미적용 시

경비(MH)

적용 시

경비(MH)

차체/인터페이스 볼스터

체결부 수정
0 12 추가

경비
인터페이스 볼스터 제작 0 125

차체 언더프레임 수정 110 0

1회 수정
기준

인터페이스 볼스터 수정 0 20

완성대차/

인터페이스 볼스터 조립
0 24

대차/차체 조립 30 8

  

수정
회수

인터페이스 볼스터 절감
경비

(MH)

경비

절감율

(%)

미적용 시

경비(MH)

적용 시

경비(MH)

1 140 169 -29 -20.7

2 280 241 39 13.9

3 420 293 127 30.2

4 560 345 215 38.4

5 700 397 303 43.3

6 840 449 391 46.5

7 980 501 479 48.9

8 1120 553 567 50.6

위 도표 1은 인터페이스 볼스터를 적용하지 않은 TTX 차량의 수정 경비와 인터페이스 볼스터를 적

용한 TTX 차량의 소요 경비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인터페이스 볼스터를 적용할 경우, 차체/인터페이스

볼스터 체결부의 수정 경비와 인터페이스 볼스터 제작 비용이 일회성 경비로 추가된다.

위 도표 2는 인터페이스 볼스터 적용 시 절감되는 경비를 수정회수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다. 절감율은 인터페이스 볼스터 미적용 경비 대비 절감 경비를 100분율로 환산한 값이며, 아래 그림에

결과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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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터페이스 볼스터 적용 시 수정 회수에 따른 경비 절감율

위 그림에서와 같이, 인터페이스 볼스터를 적용할 경우 수정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비 절감율이 상

승함을 알 수 있다. 능동 현가장치를 TTX 차량에 탑재하여 성능 비교 시험을 실시할 경우, 비교 대상

이 되는 수동 현가장치와 반능동 현가장치에 대해서도 TTX 차량에 탑재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

로 최소 3회 이상의 차체 수정이 필요하다.[6] 이 때 TTX 차량에 인터페이스 볼스터를 적용할 경우, 인

터페이스 볼스터를 적용하지 않은 TTX 차량에 비해 30.2% 이상의 수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인

터페이스 볼스터의 적용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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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문에서는 TTX 차량에 능동 현가장치 탑재를 가능하게 하는 신규 대차와 인터페이스 볼스터의

개발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인터페이스 볼스터를 적용한 TTX 차량의 수정 작업 효율성을 검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능동 틸팅장치와 능동 현가장치를 동시에 적용한 차량 설계 시 참고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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