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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 성공사례

차체조립자동화라인·차체부품생산 전문 업체 경기산업(주)

공정혁신기반의 CTBA 서스펜션 개발

경기산업(주)(대표이사 박경배)은 25년의 업력을 가진 자동차 차체

부품 자동화 용접라인의 종합 Engineering 및 제작 Maker로 성

장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SUV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샤시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을 생산해오고 있다. 그 동안 꾸

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로 최신의 기술력과 품질을 고객으로부터 인정

받으며 연 매출 700억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완성차에서 중·소형차 중심으로 원가절감 및 경량화를 목적

으로 Rear Axle을 Torsion Beam Type으로 적용하는 추세에 따

라 경기산업에서도 보다 높은 품질과 원가절감을 목표로 Coupled Torsion Beam Axle(이하 CTBA)의 연구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CTBA는 독립 현가 장치에 비해 부품수가 적고 구조적으로 간단한 형태를 가져서 경량화를 통한 연비절

감과 원가절감, 뒷좌석과 트렁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소형 차량에 널

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대형차에도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 박경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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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BA의 진화과정 소개

경기산업은 2년여 간의 쌍용자동차와의 협업과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CTBA의 Tubular 구조와 공법

을 독자적으로 개발, 기존 고가의 투자비가 발생하는 핫 스템핑(Hot stamping) 공법을 대체하며 다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고주파열처리공법(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을 적용, 기계적 성질을 더

욱 강화(PDT1470H-P 재질의 인장강도 590Mpa에서 1470Mpa)하고, 내구성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공

정혁신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비가 발생하는 핫 스템핑 공법의 투자비용을 현저히 절감시켰

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강성측면에서 Roll강성-20만cycle 이상, Lateral강성-70만cycle 이상, Longi 

강성-50만cycle 이상을 달성하였다.

1세대형의 현가 장치는 Link Type 토션빔 액슬 형식이라 불린다. 

그림과 같이 간단한 구조로 좌우의 차축을 연결한 빔이 있고 그 

양 끝에 트레일링 암을 결합시켜 이 암만으로 전후방향의 위치를 

결정하고, 힘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횡방향의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하여 레터럴 로드를 설치하고 

빔의 양 끝 부근에는 스프링과 쇽 업소버가 설치된다. 이 액슬빔식

은 안정적인 핸들링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와인딩 코스에서 고속 

주행시 차체가 기울 때 레터럴 로드의 좌우 비대칭 구조 때문에 

차체가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빔의 위치 자유가 제

한되고 뒷좌석 공간 확보가 불리하며 횡강성이 취약하다.

2세대형은 V-beam Type 토션빔이라 불린다. 이 방식은 트레

일링 암의 중간에 빔을 배치한 것으로 횡방향의 힘을 받기 때문에 

레터럴 로드가 필요 없는 구조이다. 1세대형에 비해 롤센터가 휠 

중심점의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종성 안정성이 유리해졌다.

3세대형인 Tubular CTBA는 구형 V-beam과 비교하여 부품수

가 감소되어 경량화되었고 용접부 감소로 품질안정성 및 내구 수

명이 향상되었다. V-beam은 두꺼운 판재를 프레스로 눌러서 V형 

단면으로 제작하고, Tubular Beam은 둥근 파이프를 프레스 등으

로 폐 단면 형태로 제작된다. 현재 사용되는 제조방법 중에는 열간 

프레스 성형 (Hot Press Forming) 소재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방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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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산업에서 개발한 C.T.B.A는 Tubular Beam의 형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연구소와의 긴

밀한 협업을 통하여 K값(하중과 변위 량의 관계)과 내구성의 상관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설계해석은 

ABAQUS Software를 활용한 Sample을 제작, 반복 테스트를 거쳐 최적의 단면 및 형상을 얻었으며, 후 

공정으로 Beam의 강성증가를 위한 고주파 열처리, Quenching과 Tempering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수많은 내구 테스트를 거치며 Trailing Arm, Wheel 취부 

Bracket 등의 용접부 내구강성 증가를 위해 용접공정에 신공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탄생한 공정혁신기반의 CTBA는 타사 동급수준 제품대비 10% 이상의 경량화, 기

존 Hot Stamping공법의 양산가 대비 15% 이상의 원가절감, 대규모 초기 투자비 절감의 효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기산업은 더 나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정혁신형 Tubular CTBA를 개발함

으로써 쌍용자동차의 엄격한 테스트(Road Simulator Test)를 200%이상 만족시키며 신차 티볼리에 장착

하여 시장에 공급해오고 있다.

각종 언론을 통한 티볼리 시승기에서 다음과 같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급커브 구간에서 크게 속력을 줄이지 않아도 차체가 밀리는 느낌 없이 안정적으로 코너를 빠져나갔다. 티볼리는 차체

에 최적화된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토션빔 서스펜션을 적용해 부드럽고 안정된 주행성능을 제공한다”  - EPN NEWS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토션빔을 썼는데 세팅이 잘돼 있는지 토션빔에서 흔히 나타나는 텅텅거리는 현상

은 거의 없었다. 써킷 코스에서 고속으로 코너를 돌아도 크게 좌우로 쏠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코너에서 밀렸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복원력도 괜찮은 수준이었다” - 경향신문뉴스

“지금까지 탄 쌍용차 중 가장 하체의 세팅이 세련됐다고 할 수 있다. 하체가 충격을 받았을 때 불필요한 여진이 없고 롤

도 보다 최소화 돼 있기 때문에 토션빔이라는 선입견을 지워도 좋을 정도이다” - Global Auto News

경기산업은 기술혁신기반의 신제품을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3건의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신기술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며, 모기업 수요중심의 수동적 생산방식에

서 탈피하여 공정 및 기술혁신 주도의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향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Global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기술

사업화를 통한 경쟁우위의 경쟁력을 갖추며,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

영이념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Global 무한경쟁체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