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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kinematic performance of the tilting mechanism, hydraulic cylinder was designed for the evaluation. 
ESW GmbH is attached to the existing electric tilting actuator's performance based on the similar system, each 
operated by tilting the balance in order to effectively balance has been designed by an independent hydraulic 
system. In addition, the behavior of the hydraulic system for stor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about UI (User 
Interface) was also included in the design.

1. 서론

경부고속철도 KTX가 200년 9월 천안~대전간 59km 시험선로에서 최고속도 300km/h로 주행에 성공함

으로서 고속철도 운용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경부선에서 새마을 열차 107km/h, 무궁화 열차는 92km/h의 

속도롤 운행 중이다. 한편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70년초부터 기존선 개량 및 틸

팅차량개발을 통하여 160~220km/h로 속도를 향상 시켜 운행하고 있다[1].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01년 

부터 철도기술연구원의 신소재 틸팅열차 시스템 연구단에서 기존 차량에 비해 승차감의 저하 없이 곡선부

를 더욱 빠르게 주행 할 수 있는 한국형 틸팅차량인 한빛 200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시제차량 제작을 

마치고, 충북선을 시작으로 시운전 시험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2자유도 차량 동역학 모델[4]                그림 2. 전기-유압식 엑츄에이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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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틸팅차량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차량 외에 궤도, 구조물, 전차선, 신호 등 각 시스템 상

호간의 인터페이스 검증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그 중 틸팅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횡방향의 능동 현가 

장치를 이용한 틸팅 메커니즘[3], 틸팅 링크를 이용한 틸팅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차량의 동적 모델링에 

포함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동적특성을 분석하고 있다[4]. 또한 서보모터와 실린더, 유압시스템을 

이용한 전기식 유압 액츄에이터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틸팅 메커니즘 기구학적 성능평가를 위한 유압 시스템을 제작 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은 

한빛 200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식 틸팅 액츄에이터 시스템과 동일한 조건에서 동작이 가능한 유압 시스

템을 설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존에 한빛 200에서 사용되

고 있는 틸팅 메커니즘에 대하여 분석하고 3장에서는 틸팅 메커니즘 기구학적 성능평가를 위한 유압 시스

템을 설계하고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한빛 200의 틸팅 메커니즘

본 시스템을 설계하기 이전에 먼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빛 200에 적

용되어 있는 기존의 틸팅메커니즘은 틸팅볼스타, 틸팅링크와 틸팅 엑츄에이터로 구성되어있다. 틸팅볼스타

는 두쌍의 틸팅링크에 의해 그림 3과 같이 대차프레임과 연결된다. 차체는 틸팅볼스타 상면에 설치된 2차 

현가장치인 공기스프링위에 설치되고, 곡선부 주행 시 차체를 기울이는 역할을 하는 전기 기계식 틸팅엑츄

에이터(electro-mechanical tilting actuator)는 틸팅볼스타 하부에 설치되어 한쪽은 대차에 고정되고 다른 

한쪽은 틸팅볼스타에 연결되어 엑츄에이터의 신장과 수축에 의해 차체를 기울이게 된다[6]. 

기존 시스템에서는  틸팅링크의 배치에 따라 차체가 +8도에서 -8도로 틸팅 될 경우 회전중심높이, 차

체 무게중심의 변위량, 차간연결기의 변위량, 엑츄에이터의 변위량 등을 계측할 수 있다. 그림 4는 한빛 

200 틸팅메커니즘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A와 B점은 대차 프레임에 고정된 부분이고, C와 D

는 틸팅볼스타에 존재하게 된다. BC와 AD는 틸팅링크를 나타낸 것이다. EF는 틸팅 엑츄에이터이며 틸팅

엑츄에이터의 E점은 대차프레임에 F점은 틸팅볼스타에 존재하게 된다. G, P와 Q점은 각각 차체 무게중심, 

틸팅회전중심 및 연결기의 중심을 의미한다. 차체가 θ만큼 틸팅되었을 경우, C와 D점은 C 과 D 으로 이

동한다. AD, BC, CD의 길이는 일정하므로 식 (1)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6].

 그림 3. 한빛 200의 틸팅 대차[6]          그림 4. 틸팅메커니즘의 개략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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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틸팅 메커니즘 기구학적 성능평가를 위한 유압 시스템 설계

본 유압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 유압 실린더 부분이다. 유압 실

린더 부분을 설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로드경과, 실린더의 보아경(내경)을 설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압 회로도를 설계 하였다. 아래의 그림 5에서 로드경은 d부분이고, 실린더의 보아경은 D부분이다. 

 

그림 5. 실린더 개략도 

 3.1 로드경 설계

로드경 설계를 위해서는 아래 식 (2)를 이용 하여야 한다. 식 (2)에서 F1은 실린더 부하, S는 안전

율, 는 항장력(항장응력; tensile strength)을 나타낸다. 본 시스템의 실린더의 부하는 F1 로 나타내고 

그 값은 아래 표 1과 같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인장압축 피로강도를 고려 하여야 좀 더 정확한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장력을 21로 변경하여 실제 로드경은 64.7로 결정하였다. 

  × × × 


     (2)

표1 로드경 계산 파라미터

기호 내용 값

σ 항장력(kg/mm2)
95

->21

F1 실린더부하(kg) 16000

S 안전율 3

d1 로드경(mm)
30.4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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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린더 보아경 설계

결정된 로드경 값을 기반으로 보아경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래 식 (3), (4), (5)를 이용 하여야 한

다. 식 (3)에서 A1는 로드단면적, 식(4)에서는 A2는 유효면적, Pr는 사용압력, 식(5)에서는 D1은 

보아경을 나타낸다. 아래의 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아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로드의 단면

적과 유효면적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   (3)    


   (4)    ×




×   (5)

   

   표2 보아경 계산 파라미터

기호 내용 값

D1 보아경(mm) 139.5

d1 로드경(mm) 70

A1 로드단면적(cm2) 38.48

F1 실린더부하(kg) 16000

Pr 사용압력(kg/cm2) 140

A2 유효면적(cm2) 114.3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틸팅 열차인 한빛 200의 틸팅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틸팅메커니즘 기구학적 성능

평가 시험장치 개발을 위한 유압실린더를 설계 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험장치 개발을 위한 전반

적인 유압 시스템 설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유압실린더를 포함한 유압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조건 및 상황을 제시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압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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