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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w-floor tram is a kind of railway vehicles which is operated on the street way track. For

reducing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track, the tram consists of some carbody modules, and the

articulation systems connect and support these carbody modules.

The kind of articulation systems would be the hinge type and the pitching type. The hinge type

articulation could allow only the yawing motion of the carbody modules, and the pitching type

articulation could allow the pitching and yawing motions of the carbody modules simultaneously.

With these function of the articulation systems, the tram could be operated o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curvature of the track.

The number of each type of articulation could be decided with the number of carbody modules,

and the manufacturer would decided the position of each type of the articulation in the view of the

stability of carbody modules in the operation condition.

1. 서론

저상트램은 노면에 설치된 궤도상을 주행하는 차량이다. 저상트램의 노선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도심에 적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작은 곡선 반경의 노선을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저상트램

차량은 수 개의 차체 모듈을 아티큘레이션 장치로 연결한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차체 모듈을 연결하

는 아티큘레이션 장치는 설치 위치에 따라 하부 아티큘레이션 장치와 상부 아티큘레이션 장치로 구분되며, 상

부 아티큘레이션 장치는 다시 그 기능에 따라 힌지 타입과 피치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체 모듈과 대차의 수량에 따라 저상트램 차량을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차량 모듈을

연결하는 아티큘레이션 장치의 적용 방법에 관해 고찰한다.

2. 본론

2.1 저상트램 차량 구성

저상트램을 구성하는 차체 모듈의 수량은 해당 노선에서의 승객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1편성당 3, 5,

7개의 차체 모듈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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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차의 수량은 차체의 하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각 차체 모듈이 모두 대차를 갖는 경우, 두 개의

차체 모듈 사이에 대차를 설치하는 경우, 차체 모듈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차를 설치하고 나머지 차체

모듈은 아티큘레이션 장치에 의해 지지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그림 1. 3모듈 1편성 3대차 저상트램 일반도 (1) (Avanto S70 / Siemens)

그림 2. 3모듈 1편성 3대차 저상트램 일반도 (2) (Citadis 301X / Alstom)

그림 3. 3모듈 1편성 4대차 저상트램 일반도 (ForCity 15T / Skoda)

그림 4. 5모듈 1편성 3대차 저상트램 일반도 (히로시마 5100형 / 近畿車輛 (Kinki Sha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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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7모듈 1편성 4대차 저상트램 일반도(Flexity Berlin / Bonbardier)

2.2 아티큘레이션 장치의 종류 및 기능

차량에 적용되는 아티큘레이션 장치는 상부 아티큘레이션 장치와 하부 아티큘레이션 장치로 구분되며, 상부

장치는 다시 힌지 타입과 피치 타입으로 구분된다.

2.2.1 하부 아티큘레이션

하부 아티큘레이션 장치는 차체의 언더프레임 높이에 설치되며, 기본적으로 일반 철도차량에서의 연

결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일반 연결기의 경우 차량 주행시 발생하는 차체의 피칭, 롤링, 요잉 운

동을 모두 허용하지만, 하부 아티큘레이션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탄성 베어링으로 인해 그 움직임이 대

폭 제한된다. 그 결과 저상트램의 차량 모듈은 일반 연결기에서의 차량 주행방향 하중뿐만 아니라 차량

의 횡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발생하는 하중을 모두 지지하게 된다. 그 결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차가 없는 차체 모듈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림 4. 하부 아티큘레이션의 형상 및 움직임

2.2.2 상부 아티큘레이션 - 힌지 타입

힌지 타입의 상부 아티큘레이션은 두 차체모듈 사이의 상부에 설치되며, 수직축 방향의 회전 운동만

844



을 허용한다. 그래서 본 힌지 타입의 상부 아티큘레이션은 하부 아티큘레이션과의 조합으로 두 차체모

듈간에서 발생하는 요잉 운동을 허용하게 되어, 차량이 수평 곡선 구간을 원활히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힌지 타입 아티큘레이션 장치의 형상 및 움직임

차체모듈

하부 아티큘레이션

상부 아티큘레이션

- 힌지 타입

그림 6. 힌지 타입 장치 적용 부위의 두 차량모듈간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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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상부 아티큘레이션 - 피치 타입

피치 타입의 상부 아티큘레이션은 그 형상으로 인해 전술한 힌지 타입에서의 수직축 방향의 회전운동

이외에도 차량 진행 방향의 병진 운동도 허용한다. 이러한 특성과 하부 아티큘레이션의 조합으로 인해

두 차량모듈 사이에는 피칭 운동이 허용되며, 그 결과 차량이 종곡선 구간을 원활히 주행할 수 있게 된

다.

그림 8. 피치 타입 아티큘레이션 장치의 형상 및 움직임

하부 아티큘레이션

상부 아티큘레이션-피치 타입

차체 모듈

그림 9. 피치 타입 장치 적용 부위의 두 차량모듈간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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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체 모듈 수량에 따른 아티큘레이션 장치의 적용

아티큘레이션 종류별 적용 수량은 차체 모듈의 배치,, 특히 대차의 배치에 따라 그 위치를 결정한다. 저상트

램의 차체 모듈은 대차가 적용되지 않은 모듈, 대차가 1대 설치된 모듈, 대차가 2대 적용된 모듈이 있는데, 차

량이 종곡선 구간을 주행할 경우 각 대차가 부담하는 수직 하중이 균일하도록 피치 타입 아티큘레이션 장치

의 위치를 선정한다. 즉 힌지 타입 아티큘레이션 장치로 연결된 차체 모듈은 차량 측면에서 봤을 때 강체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하나의 강체를 이루는 차체 모듈군을 지지하는 대차의 수량이 2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피치

타입 아티큘레이션 장치의 위치를 선정하고, 나머지 차체 모듈 사이에는 모두 힌지 타입 아티큘레이션 장치를

적용한다. 다만 차체 모듈을 피치 타입 장치만으로 연결할 경우 피칭 방향의 과도한 운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차체 모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수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 P

그림 10. 3모듈 1편성 3대차 저상트램의 아티큘레이션 장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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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5모듈 1편성 3대차 저상트램의 아티큘레이션 장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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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7모듈 1편성 4대차 저상트램의 아티큘레이션 장치 배치

이와는 달리 3모듈 4대차 차량과 같이 모든 차량 모듈이 대차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에는 각 차체 모듈이

대차 및 하부 아티큘레이션 장치에 의해 최소 3점 이상의 지지점을 갖게 되므로, 상부 아티큘레이션 장치 없

이 하부 장치만으로 차량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13. 3모듈 1편성 4대차 저상트램의 아티큘레이션 장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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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저상트램에 적용되는 아티큘레이션 장치는 설치 위치에 따라 하부 및 상부 장치로 구분하며, 상부 장

치는 다시 그 기능에 따라 힌지 타입 및 피치 타입으로 구분한다. 각 타입별 적용 위치는 차량을 구성

하는 대차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종곡선 구간 주행시 차량의 하중이 각 대차에 균등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피칭 타입 아티큘레이션 장치의 위치를 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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