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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evaluation of loading characteristic on tilting mechanism is the most important one of the function 

test of tilting mechanism, the changing characteristic of load must be investigated on tilting of carbody for 

both the static and running condition of train. In this study, we reduced the load of tilting mechanism by 

adjusting the interface of carbody and bogie such as the weight balance, level of underframe, height of 

leveling valve, height of axle box and center position of tilting actuator with the characteristic curve of load 

for optimal condition of the tilting mechanism obtained in the previous study. Furthermore, the factor and 

effect of the interfacial structures respecting the load of tilting mechanism was evaluated by analyzing the 

changing characteristic of load obtained in the process of adjustment of interfaces. From these data, we will 

propose the maintenance standards for interfacial structures and tilting mechanism in order to minimize the 

load of tilting mechanism by analyzing in detail the characteristic of load for the main factors of the 

interfacial structure effecting on the load of tilting mechanism. 

1. 서론

틸팅열차의 곡선부 증속은 이미 규정화 되어 있는 곡선부에서의 운행속도를 증가하는 부분으로 곡선

부 인프라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틸팅구동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틸팅기능구현에 따른 기구학적인 간섭과 기능구현을 검증하는 정적상태의 틸팅기능시험 뿐만

아니라 주행에 따라 발생되는 동적인 변화에 따른 기능시험이 요구되어진다. 

틸팅기구장치의 기능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 분야는 틸팅기구장치의 틸팅구동을 통해 발생되는 

부하 특성 평가로써 정적인 구동에 따른 변화와 동적상태의 차체 원심력 변화에 따른 부하 증가를 파악

하여야 한다. 또한 틸팅기구장치의 구동 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부하의 변동특성을 

알아내고 이를 통해 최적의 틸팅기구장치의 부하 효율을 구현하는 틸팅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틸팅기구장치의 부하를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직선선로 정적인 상

태에서의 틸팅각에 따른 틸팅구동장치에 가해지는 부하를 분석함으로써 2개의 구동장치의 운동 방향과 

각도 변화에 따른 부하변화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최적의 상태의 부하특성 곡선을 도출하여 추후 인

터페이스 구조의 영향력 평가와 개선(안) 도출에 활용하는 기반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를 통해 확보된 최적 상태의 부하특성 곡선을 기반으로 차량의 윤중 밸런스, 차

체 수평도, 레벨링밸브 높이, 축상고 및 구동장치 영점위치의 조정을 통해 틸팅기구장치의 정적부하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또한 인터페이스의 조정에 대해 나타나는 부하의 변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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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틸팅기구장치의 부하에 영향을 미

치는 인터페이스 주요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특성분석을 통해 틸팅부하 증가를 최소화하는 인터페이스 

유지보수 관리방안을 추후 제시할 것이다. 

2. 본론

2.1 틸팅부하에 대한 인터페이스 요인

틸팅기구장치의 틸팅구동 시 변화되는 부하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차 및 차체의 인터페이스 요인을 

우선 정리하고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서 추정되는 인터페

이스 요인의 영향을 명시하고자 한다. 틸팅기구장치의 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체의 구성요인은 

가장 크게 수평도를 들 수 있으며, 다음은 차량의 중량의 밸런스로 크게 2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대차

의 경우는 레벨링 밸브의 높이, 안티롤바의 유/무, 축상고 높이를 틸팅기구장치의 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틸팅기구장치 내의 구성요소인 틸팅구동장치의 중심위치를 틸팅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가한다.

위에서 언급한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기술하고 검토하며, 더나아가 주요 인자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

기 위해 수행된 시험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2.1.1 차체 중량의 밸런스 및 언더프레임 수평도

틸팅 시 주요부하 중의 하나는 차량의 중량을 틸팅시키기 위한 부하이며, 이런 부하가 일부 구동장치

에 부하 증가를 유발하는 이유는 밸런스의 뷸균형에 의해서 2개의 엑츄에이터가 균등하게 분할하여야 

할 부하가 한곳에 치중됨에 따라 부하가 증가되어진다. 중량 분포의 언밸런스로써 편중된 중량에 의해 

각 엑츄에이터의 Push 및 Pull에 대한 최대 부하가 편중되는 현상을 가지게 된다.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중량의 불균형이 큰 차량의 경우 틸팅구동장치 2개의 부하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특

성을 보이고 있다. 

차체 언더프레임의 수평도는 언더프레임의 트위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스터 상단의 차체자체의 뒤

틀림 또는 레벨링 벨브의 높이 편차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차체 언더프레임의 비틀림에 의해 두개의 

엑츄에이터가 포스 및 변위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틸팅각 구현 완료시점에서는 변위 평

행을 위해 차체 비틀림을 원상복귀 시키려는 과부하를 유발 할 수 있다. 또한 차체의 변형의 정도에 따

라 틸팅 시 평행 운동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스윙링크에 변형부하를 만들며 심할 경우 대차프레임과 스

윙링크의 접촉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언더프레임 및 틸팅볼스터의 수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이져를 이용하여 반사체의 Target까지의 거

리를 측량하는 장비로 자체 기록 기능을 가지며 기준점으로 부터의 상대표고를 측량할 수 있으므로 25m 

길이의 철도차량 언더프레임의 수평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3차원 측량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중량밸런

스를 확인하기 위한 윤중측정장비를 사용한다. 

2.1.2 대차내 레벨링 벨브의 높이, 안티롤바 유/무 및 축상고 높이

레벨링 벨브의 높이는 언더프레임의 수평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언더프레임의 수평도가 좋지 않

을 경우 레벨링의 높이에 따라 틸팅기구장치의 틸팅운동에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수평도에 적합하지 

않은 레벨링의 높이는 언더프레임의 수평도의 영향처럼 틸팅부하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언더

프레임의 수평도 불일치를 감소하여 틸팅부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평도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정이 가능한 레벨링 밸브를 조정하여 수평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활용

하였다.

축상고의 높이도 틸팅볼스터가 중량과 수평도 관련하여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축

상고에 따라 대차프레임의 기울림이 발생됨으로 중량 밸런스를 위해 축상고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틸

팅열차의 경우에 적합한 방안은 아니라고 파악되어진다. 따라서 축상고의 경우는 기존의 유지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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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범위에서 조정을 수행한다.

앤티롤바의 유/무는 차체의 수평도가 양호할 경우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는 레

벨링 벨브를 통해서 수평도의 영향을 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레벨링 벨브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조정을 위해서는 앤티롤바를 분리하여 위에

서 언급한 인터페이스를 조정하고 발생된 편차에 대하여 앤티롤바에 간극 조절 부싱을 첨가하여 자연스

러운 조립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2.1.3 부하특성 곡선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영향 예측

위에서 언급된 인터페이스 요인들은 크게 중량 언밸런스(차체중량과 축상고)와 트위스트(언더프레임 

수평도와 레벨링 높이)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량 불균형은 주로 차량의 길이 방향 입장에서 

좌/우 측으로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차량이 잔류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

며 틸팅부하 측면에서는 엑츄에이터의 부하의 합이 좌/우가 차이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b)

는 좌측으로 틸팅구동시 부하합과 우측에 대한 부하합이 다른 경우로써 중량 언밸런스를 통해 나타나는 

틸팅부하의 불균형의 예이다. 순수한 불균형 만의 결과는 아니며 단지 요인중에 좌/우 불균형을 내포하

는 예로 볼 수 있다.

그림 1(a) 트위스트                  그림 1(b) 중량불균형  

    

그림 1(a)는 좌/우 측의 틸팅시 틸팅부하의 합은 동일한 것으로 다만 4도에서 -4도로 틸팅 시 CA2 쪽

에 부하가 큰 반면, -4도에서 4도로 틸팅시 CA1의 부하가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들의 크기는 비슷한 

것으로 좌우의 영향이 거의 없이 오직 트위스트에 의해서 뒤틀린 정도에 따라 한쪽의 CA가 부가적인 힘

을 받게 되며 이 부가적인 부하는 다른 CA에 측면에서 부하 감소를 나타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중량불균형과 트위스트는 틸팅열차를 장시간 유치시 외부의 구속이 사라지면서 자유스러

운 평행상태가 되었을 때 틸팅볼스터의 틸팅 잔류각 측정을 통해 특성을 판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차

량에 잔류각이 발생되고 CA1과 CA2에서 측정한 잔류각을 합산했을 때 0인경우는 잔류각의 만큼 차량의 

중량 언밸런스로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며, 잔류각의 합산결과가 0이 아닌 경우는 그 크기 만

큼 차량의 바닥과 볼스터가 비틀려 있음을 의미한다.

2.2 대차/차체 인터페이스 조정

지난 연구에서는 한 차량에 대한 부하특성 곡선을 저속도와 왕복틸팅에 대하여 각도별로 명시하고 기

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표준부하 곡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 차량을 통해서 진행한 부하시험 

결과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1개 차량에 대하여 인터페이스 조정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기

술하고자 한다.

2.2.1 차량별 4도 틸팅 시 틸팅부하 특성곡선

각 차량별로 틸팅제어각을 +와 -로 반복 수행하며 그중 +각에서 시작하여 -각을 구현하고 다시 +각으

로 돌아오는 한 사이클 과정을 기록하였다. 그림2는 대표차량 틸팅각 4도에 대하여 차량별로 수행된 틸

팅부하 특성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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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틸 4도 시 차량별 부하특성 곡선

특성곡선을 통해서 가장 양호한 경향을 보여주는 차량은 3호차량으로서 CA1과 CA2가 방향별 틸팅을 

구현할 때 부하가 상호 거의 동일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표준부하 모델로 볼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중량의 언밸런스와 트위스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1호차만이 트위스트 방향

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4도의 구현에 대해서는 차량마다 다소 다른 최대 평균부하

(그림 내 검은색 원호부분 명시)를 나타내며 가장 큰 차량은 1호차량이 100A 정도로 가장 크고, 5호차

량이 60A 정도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1호차를 제외한 5개차량은 틸팅구동시 CA1과 2중에 

Push를 구현하는 CA의 전류가 크며 Pull의 경우는 다소 낮은 값을 보인다. 

2.2.2 차량별 최대 평균부하 특성 분석

그림 3는 차량별로 틸팅각의 변화에 따라 CA1과 CA2에 나타나는 최대 평균부하를 도시한 것으로  각 

각 엑츄에이터가 Push하고 Pull 하는 경우에 특성값과 +와 - 틸팅에 대한 CA1과 CA2의 부하 합계를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본 곡선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차량의 부하의 언밸런스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

으며 부하의 상이함이 발생되는 부분에 따라 중량의 좌우 언밸런스에 기인한 것이지 아니면 차량의 수

평도의 언밸런스에 기인한 것인지를 예측 할 수 있다.

그래프의 마크가 없는 실선과 점선은 각 각 Plus 틸팅과 Minus 틸팅을 수행할 때 CA1과 CA2의 합계 부

하로써 실질적인 틸팅에 소요되는 전체 부하로 평가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여 언급하면 Plus 틸팅은 

CA2이 Pull하고 CA1가 Push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두 개의 부하를 합산한 것이다. 편한한 이해를 위해 

모두 실선으로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Minus의 틸팅은 반대의 경우로 모두 점선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틸팅의 부하분배 부하균형을 고려할 경우 3호차량이 최적의 부하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1호차, 2호

차, 5호차 및 6호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 부하 불균형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중량과 트위스트에 

의한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4호차량은 트위스트가 주요 요

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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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틸 각에 변화에 따른 차량별 최  평균부하 곡선

위에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정적인 직선부 상태에서의 부하 저감을 위한 조정작업을 진행하여 조정 

전후의 저감 효과에 대한 결과를 다음에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2.2.3 인터페이스 조정 결과

우선적으로 차량의 변경전 상태를 남기기 위해 차량의 윤중 및 축상고 그리고 레벨링 높이와 차체 언

데프레임의 비틀어짐등을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계측하였다. 이후 차량에서 엑츄에이터를 분리하였으며 

이때의 잔류 각도를 기록하였다. 차체와 대차간의 구속력을 주는 모든 부분을 엑츄에이터를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였으며 현수장치는 고주파의 운동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뿐 차량의 하중변화에 대한 구속력

은 약한 관계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량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 축상고 높이를 윤증 자료를 기반으로 재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량

밸런스를 위해 최적의 대차 상태를 확보하였다. 축상고 높이 조정은 4개의 차륜이 대차프레임의 트위스

트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하중을 분배하도록 차륜의 접촉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작업을 통해 대부분 

한 대차내의 4개 차륜의 중량을 아주 근소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후 중량의 차이는 대부분 전후 대차

의 총중량 차이로 나타나며 전후 중량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데드웨이트를 적재하여 기준에 적합한 윤중

을 확보하였다. 필요에 따라 좌우의 중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데드웨이트의 좌우 편중을 통해서 조정

하였다. 이를 통해 2호차량의 윤중 밸런스 차이는 최대 13%에서 2%까지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 

그림 4에 명시된 중량조정 곡선이 중량조정후 1호차량의 결과로써 다소 트위스트만이 존재하는 결과

로 부하곡선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이후 레밸링 높이를 차량의 전후 수평도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

였으며, 그림 4에 명시된 높이조정 곡선을 도출하였다. 부하의 크기도 감소되었으며 거의 완전한 트위

스트 영향만이 나타나는 상태로 부하곡선이 변화되었다. 조정작업이 완료된 후 앤티롤바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라이닝을 추가하여 앤티롤바를 재조립하였다. 이 상태를 가장 균형잡힌 자유스러운 상태로 간주

하고 이 상태를 기반으로 엑츄에이터의 영점을 변경하였다. 최종그림은 영점조정후 최종 부하시험을 통

해 얻어낸 부하특성 곡선으로 표준부하의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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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터페이스 조정작업에 따른 부하곡선 변화

3. 결론

본 연구를 통한 한국형 틸팅열차의 틸팅구동 부하특성 곡선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체와 대차의 인터페

이스의 영향을 예측하여 인터페이스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틸팅구동 부하를 표준 부하특성을 가지도록 

감소 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틸팅열차의 중량밸런스와 언더프레임의 수평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각각의 요인의 조정에 따라 변화되는 부하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6개차량에 대하여 수

정작업과 과정은 차량의 부하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종적으로 표준부하곡선에 근접하게 조

정을 수행하였다. 이는 동적인 상태의 운행에서 차량의 틸팅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됨에 따라 과부하에 

의한 애러발생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전원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속적인 틸팅구현에도 저저압에 의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 되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틸팅기구장치의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인테페이스 장치에 대한 영향특

성을 분석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보수의 관리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틸팅

부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곡선부 정적 및 동적인 상태에서의 

부하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틸팅 승차감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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