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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body bolster must be a strong structural member of the underframe because it is in the direct line of 
weight transmission. On the other hand, carbody bolster is a heavy member that occupied about 20~25% in 
the weight of underframe. In order to reduce the weight of carbody bolster, we study the design factors such 
as bending stiffness, bending strength and deform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carbody bolster's second 
moment of area. And we investigate the design factors of a total of 10 species of existing rail veh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practicable method in designing carbody bolster in the future.  

1. 서론

  철도차량의 경량화는 고속화 등의 기능적 측면,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 측면,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친환경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달성해야 할 요구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철도차량의 

차체 경량화 방법으로는 알루미늄 합금, 복합소재 등의 경량 소재 사용에 의한 방법, 제작 공정의 감소 

및 유지보수 효율화 등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듈화 설계, 적정 강도를 유지하며 차체 중량을 최

소로 하는 최적 설계에 의한 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1,) 이 중에서 적정 강도를 유지

하며 차체 중량을 최소로 하는 최적 설계 방법은 개념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할 부재의 치수를 최적화

함으로써 상세 설계단계에서의 설계 수정을 최소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도조건하의 서로 다른 차종에 대하여 전체적인 비교 우위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2) 철도 차량의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주문주에 의한 사양 확정 후 유사 차량의 설계 결과를 기

초로 초기 설계가 이루어지며, 유사 차량은 크기와 성능 및 사양이 유사한 차량으로서 만족할 만한 성

능을 보여준 차량 중에서 선정된다.3) 설계 사양서와 함께 유사 차량의 차체 설계 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요 부재의 재질, 구조 배치 및 부재 치수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부터 각 차량 제작사의 기술 노하

우 (Know-How)가 적용된다. 본 연구는 차체 Underframe 중량 중 약 20~25%의 중량비를 차지하는 차체 

Bolster를 대상으로 차체 Bolster의 폭, 높이, 상, 하판 두께를 변경하였을 경우 굽힘 강성, 중량 및 

차체 Bolster의 상대처짐량 변화를 조사하여 차체 경량화를 위한 최적 설계 인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철도안전법, 도시철도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국내 철도차량 5종, UIC566, 

EN12663에 의하여 제작된 해외 수출 철도차량 5종, 총 10종의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각 차량에 적용된 

차체 Bolster의 제작 치수에 따른 굽힘 강성을 조사하여 차체 Bolster에 요구되는 적정 강성을 유지하

면서 차체 Bolster의 중량을 최소로 하는 설계 인자를 경험적 제작 사례에서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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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2 외팔보모델           그림 2 차체 볼스터 단면 

2. 본론

2.1 차체 설계 조건

  차체 구조 설계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강도와 강성 조건이 있다. 강도 조건(항복강도, 피로

강도 등)은 차체에 발생하는 응력들이 허용응력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구조물의 정적 안전

성에 관한 것이다. 차체 구조에 하중이 가해지면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큰 하중이 가해질 경우에는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그 변형이 남게 된다. 이러한 영구변형의 발생 가능성은 차체 구조 설계시 반드

시 제거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동일한 작용하중 하에서 구조의 변형량도 중요한 설계변수가 되는데 

주로 재료의 탄성계수와 부재의 단면 형상에 의해 결정된다. 탄성계수가 같은 재료라면 단면계수를 크

게 할수록 유리하다. 이러한 강성 조건은 차량 구조물의 동적 안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굽힘 강성 및 비

틀림 강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주행 중 진동이 유발되기 쉽고, 승차감이 나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4,5)

2.1.1 차체 Bolster 굽힘 강성 이론식

  수직하중에 의한 굽힘하중을 받는 차체 Bolster의 경우, 강도가 충분히 허용 범위내에 있어도 강성이 

작으면 주행중 진동을 받아 승차감이 저하된다.4) 따라서, 차체 Bolster의 치수 최적화는 굽힘 강성, 강

도 및 진동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이차단면모멘트 또는 단면의 관성모멘트(area 

moment of inertia)는 단면의 형상이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저항하는데 있어 얼마나 효율적인가

를 수학적인 개념으로 나타낸 것으로 형상에 따른 효율성을 나타내는 형상계수라 할 수 있다. 단면 2차 

모멘트 I와 탄성계수 E를 곱한 EI 를 굽힘강성 (휨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하며 I가 크면 굽힘

강성이 커지게 된다. 

  구정서등2)은 그림 1과 같은 1/2 차체 Bolster의 외팔보 모델에서 지지하중 가 작용한다고 가정하

여 외팔보 끝단의 처짐 를 식 (1)과 같이 구하였고, 차체 Bolster의 이차단면모멘트 및 굽힘강성을 식

(2)~식(3)와 같이 구하였다.

                                   





                  (1)

  여기서, 은 1/2 차체 Bolster의 길이, 은 구속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상수이다. 는 차체 

Bolster의 이차단면모멘트로 그림 2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다. 

                                  


 
· ·       (2)   

  식 (1),(2)를 굽힘강성( )에 대한 식으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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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차체 언더프레임 구조 

그림 3 적용 사례 차체 모델 그림 5 차체 볼스터 구조









=


  ·


··             (3)

  여기서,  및 는 차체 Bolster의 수직 및 수평 판의 두께 상수, 는 차체 Bolster 판의 두께, 및 

는 차체 Bolster의 폭과 높이를 나타낸다. 재질이 강재인 경우 수직 및 수평 판의 두께 상수 ==1이

다. 식 (3)에서 차체 Bolster의 굽힘 강성은 차체 Bolster의 폭과 높이의 치수변경에 따른 인자와 판두

께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2.1.2 차체 Bolster 실제 설계 사례

  그림 3~5는 최근 설계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해외 수출 전동차 모델이다. 차체 설계 하중규격은  UIC 

566OR (Loadings of coach bodies and their components-Carbody strength)이며, 적용 하중은 수평압축

하중 150톤, 수직하중 50톤이다. 대차중심간 거리는 14,200mm로 Side-sill의 처짐량은 14.2mm 이내로 

규제된다. 차체 재질은 Stainless steel이 주요 재질이며, Underframe 구성 요소 중 차체 Bolster와 

Draft-sill, Center-sill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인 SM490A(허용응력 33.13kgf/mm
2 이내)로 제작되어 진

다. 차체 Bolster 구성은 Upper plate, Lower plate, Air bag 등의 취부 Seat, Damper pad와 일부 

Gusset으로 이루어진다. 차체 Bolster 설계는 차량 하부 한계, Underframe 상면 높이, 실내 Floor 높

이, 취부되는 Damper 종류, 대차 스타일 등 여러 제약 조건이 따르는 만큼 차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설

계자의 설계 KNOW-HOW가 집약되어야 하며 특히, 전체 Underframe 중량 중 약 20~25%의 중량비를 차지하

는 만큼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 최적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차체 Bolster의 폭, 높이의 치

수 인자와 판 두께 변화에 따른 굽힘 강성 변화를 표1과 같이 Case별로 조사하였다. 차체 Bolster의 전

체 폭(b)은 650mm로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차체 Bolster 상판 두께 변화에 따라 차체 Bolster 내측 

폭(d)의 변화를 주었으며, 차체 Bolster 전체 높이(h)는 5mm씩 변동을 주면서 판두께를 변화시켰다. 이

차단면모멘트 계산은 차체 Bolster의 상, 하판 두께가 각각 다르므로 그림 6의 단면형상 및 식(4)를 이

용하였으며, SMA490A의 탄성계수는 21,000 kgf/mm
2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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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

두께 

(mm)

하판

두께 

(mm)

d 

(mm)

k 

(mm)

b 

(mm)

h

(mm)

이차단면

모멘트(I)

(mm4)

굽힘강성

( )

(kg•mm
2)

중량

(kg)

Case 1 12 9 111 90 650 626 3.605E+07 7.571E+11 474

Case 2 18 9 111 84 650 614 4.375E+07 9.188E+11 592

Case 3 9 12 119 98 650 632 4.171E+07 8.759E+11 483

Case 4 9 9 121 103 650 632 3.841E+07 8.066E+11 414

Case 5 12 12 124 100 650 626 5.111E+07 1.073E+12 551

                  

                      표2. Case별 굽힘강성, 볼스터 중량, 상대처짐량

그림 6 단면 형상

    표1.차체 볼스터의 폭과 높이의 치수변경에 따른 인자와 판두께에 따른 굽힙 강성

                               

  표1,2는 차체 Bolster의 폭, 높이, 상, 하판 두께를 변경하였을 경우 굽힘 강성, 중량 및 차체 

Bolster의 상대처짐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굽힘 강성은 최소 7.571 x E11 kg•mm
2 에서 최대 1.073 x 

E12 kg•mm
2 으로 약 29%의 차이를 보였으며, 중량은 최대 592 kg, 최소 414 kg으로 약 30 %, 상대처짐량

은 최대 2.6191 mm, 최소 1.8538 mm로 약 29%의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중량과 굽힘 강성은 

비례하고, 상대처짐량은 굽힘 강성에 반비례하는 결과값이 나타났는데 이는 식 (1), 식 (3)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차체 경량화 측면에서 최적의 설계 인자는 최소 중량을 나타낸 Case 4의 경우로 중

량, 굽힘 강성, 상대처짐량 모두 최대값의 70% 내에 있다. 차체 Bolster 자체로의 굽힘 강성이나 상대

처짐량에 대한 절대 기준값이 없으므로 다섯 가지의 Case에 대한 설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상대처짐량 해석시 나타난 최대 응력이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설계 인자로 

간주하였다. 그림 7은 차체 Bolster에 50톤의 수직 하중을 부여하였을 경우 상대처짐량이 가장 적었던 

Case2와 가장 많았던 Case4의 최대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10.36 kgf/mm
2,  10.29 kgf/mm

2 로 모두

허용 응력인 33.13 kgf/mm
2을 만족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중량을 고려한 Case 4의 설계 인자 선

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 차체 Bolster 수직 하중시 최대 응력 (Case2, Ca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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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

두께 

(mm)

하판

두께 

(mm)

d 

(mm)

k 

(mm)

b 

(mm)

h

(mm)

이차단면

모멘트(I)

(mm4)

굽힘강성

( )

(kg•mm
2)

중량

(kg)
적용규격 비고

No.1 국내전동차1 6 9 171 156 650 638 6.900E+07 1.449E+12 295 철도안전법

No.2 해외전동차1 9 9 121 103 650 632 3.841E+07 8.066E+11 414 UIC566OR

No.3 해외전동차2 6 9 136 121 660 648 4.269E+07 8.964E+11 313 UIC566OR

No.4 해외전동차3 6 9 155 140 660 648 5.664E+07 1.189E+12 269 UIC566OR

No.5 해외전동차4 9 9 136 118 600 582 4.609E+07 9.678E+11 289 EN12663

No.6 국내전동차2 6 9 140 125 600 588 4.150E+07 8.714E+11 272 도시철도

No.7 국내전동차3 6 9 129 114 600 588 3.474E+07 7.295E+11 284 도시철도 표5. data 2

No.8 해외전동차5 6 9 141 126 600 588 4.214E+07 8.850E+11 283 EN12663 표5. data 4

No.9 국내전동차4 6 9 135 120 600 588 3.835E+07 8.053E+11 282 도시철도 표5. data 3

No.10 국내전동차5 6 9 121 106 600 588 3.022E+07 6.346E+11 250 도시철도 표5. data 1

2.1.3 차체 Full model에 대한 해석

  상기에서 경량화에 유리한 Case 4의 차체 Bolster를 적용한 차체 Full model에 대하여 150톤 수평 압

축하중과 50톤 수직하중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8은 최대 응력 및 처짐 선도를 나타낸 것으로 최대응

력은 각각 35.1 kgf/mm
2, 18.7 kgf/mm

2, Side sill의 최대 처짐은 수직하중 시 4.31 mm이었다. 최대응력

은 차체 Bolster와는 무관한 Stainless steel 재질인 Cross beam과 Side sill에서 허용응력(38.18 

kgf/mm
2) 내에서 나타났으며, 처짐은 허용값인 대차 중심간 거리의 1/1000인 14.2 mm를 초과하지 않았

다.

그림 8 차체 Full model에 대한 수평압축하중 및 수직하중 해석

2.1.4 유사 차종에 대한 사례 분석

  표3,4는 철도안전법, 도시철도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국내 철도차량 5종, UIC566, 

EN12663에 의하여 제작된 해외 수출 철도차량 5종, 총 10종의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각 차량에 적용된 

차체 Bolster의 제작 치수에 따른 이차단면모멘트와 굽힘 강성, 중량을 분석한 결과로 중량 Graph 상단

에 각 차종에 적용된 수평압축 하중을 표시하였다. No.3는 No.2와 동일한 수평압축 하중 150톤 조건에

서 설계된 차종으로 중량을 약 100 kg 절감하면서 굽힘 강성은 약 10 % 증가시켰다. No.5～No.8은 수평

압축 하중 80톤으로 설계된 차종으로 중량 변화폭은 약 10 kg 내외이나 굽힘 강성은 최대 9.678E+11 kg

•mm
2, 최소 7.295E+11 kg•mm

2로 약 25 %의 변화폭을 보이고 있다. 표4의 데이터 중 차체 Bolster 상, 하

판 두께가 동일(중량 조건 유사)하고 하중조건이 유사한 Data 4개를 선정하여 차체 Bolster 높이 변화

에 따른 굽힘 강성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표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차체 Bolster 높이와 굽힘 강성은 

비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량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차체 Bolster의 굽힘 강성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상, 하판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차체 Bolster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하중조건하의 차체 Bolster 설계는 차체 경량화를 위한 최적 

설계 인자를 도출해내어 표준화함으로서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3.사례별 차체 볼스터의 폭과 높이의 치수변경에 따른 인자와 판두께에 따른 굽힙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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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사례별 굽힘강성, 볼스터 중량              표5. 볼스터 높이 변화에 따른 굽힘강성 변화

3. 결론

  1) 차체 Bolster의 폭, 높이, 상, 하판 두께를 변경하였을 경우 굽힘 강성은 최소 7.571 x E11 kg•mm
2 

에서 최대 1.073 x E12 kg•mm
2 으로 약 29%의 차이를 보였으며, 중량은 최대 592 kg, 최소 414 kg으로 

약 30 %, 상대처짐량은 최대 2.6191 mm, 최소 1.8538 mm로 약 29%의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2) 차체 경량화 측면에서 최적의 설계 인자는 최소 중량을 나타낸 Case 4의 경우로 최대값의 70% 내

에 있다. 따라서, 유사한 하중 조건하에서 차체 Bolster의 최적 설계를 통해 최대 30%까지 중량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중량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차체 Bolster의 굽힘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 하판 두께를 증

가시키는 것보다 차체 Bolster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하중

조건하의 차체 Bolster 설계는 차체 경량화를 위한 최적 설계 인자를 도출해내어 표준화함으로서 경제

적, 시간적 비용 절감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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