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전동차 개발방향

김길동 오세찬 이한민 박성혁* ** ** **

The Objective of advanced EMU Project is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at can resolve the
system problems of conventional EMU, for reducing vehicle maintenance, improving passenger's
service using IT and providing environmental friendly. As a concept of advanced EMU, We will
develop the DDM with individual driving wheel for reducing of maintenance cost and full-electric
braking system without pneumatic braking, and a new bogie for loadable DDM, and pre-diagnosis
system which informs possible system error, and decentralization of vehicle control To improve
transport reliability, and energy storage system for saving energy, and fallen passenger detection
system for improving passenger's safety at the platform.

서 론1.

차세대도시철도차량은 수송의 안정성 향상 및 유지보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서 차세

대 전동차량을 개발하고 차량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기술을 체인지 하여 국가에,

게는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운영기관에게는 차량운영유지비를 절감시키고 승객에게는 기술을, , IT

이용하여 저비용구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차세대 전동.

차량의 보면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각 차륜 개별 회전이 가능한 직접구동방식을 개발concept

하고 기존의 공기제동방식을 추진인버터를 이용하여 완전 전기제어방식에 의한 정지하는 구조,

로 하고 직접구동방식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차세대 대차를 개발하고 제어장치에는, ,

고장후 조치가 아닌 고장전 사전에 알려주는 예방진단개념을 적용하고 차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제어를 수행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개발하고 역사의 안전성, ,

을 높이기 위해 화상 검지방식에 의한 열차 정지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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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동차 개발2. Concept

세기에 어울리는 도시철도차량으로는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위한 저감기21 COST

술 수송의 안전성 향상기술 승객서비스 향상기술 에너지 저감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 등이 요, , ,

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세대전동차 은 다음과 같다. concept .

시스템체인지에 의한 전체 운영비용 저감1.

개별독립구동대차∙

완전 전기제동 방식에 의한 차량정지∙

개별직접구동전동기(DDM)∙

수송의 안전성 향상2.

차량 분산제어 통한 신뢰성 향상∙

사전 고장 예방진단 적용∙

수송 장애의 조기회복∙

화상검지에 의한 차량정지∙

승객서비스 향상3.

활용에 의한 차내에서 정보서비스 제공IT∙

쾌적한 공간제공∙

에너지 효율향상4.

에너지 효율향상위한 회생에너지저장∙

개별구동 적용∙

내장재재료를 하기 쉬운 재료 적용Zero emission( recycle )∙

차량중량 감소∙

□□Reduction of Maintenance CostReduction of Maintenance Cost

ㆍㆍDDM (1C1M)DDM (1C1M)

ㆍㆍFull electric braking systemFull electric braking system

ㆍㆍInnovation in vehicle structure Innovation in vehicle structure 
& components& components

□□Core TechnologiesCore Technologies

ㆍㆍDirect Driving MotorDirect Driving Motor

ㆍㆍPrePre--diagnosisdiagnosis

ㆍㆍArticulated bogieArticulated bogie

ㆍㆍEnergy storage systemEnergy storage system

ㆍㆍFallen passenger detectionFallen passenger detection
systemsystem

□□Transport ReliabilityT ransport Reliability

ㆍㆍDecentralization of vehicle controlDecentralization of vehicle control

ㆍㆍPrePre--diagnosis technologydiagnosis technology

ㆍㆍImproving vehicle reliabilityImproving vehicle reliability

□□Passenger ServicePassenger Service

ㆍㆍProviding information services using ITProviding information services using IT

ㆍㆍImproving ride comfortImproving ride comfort

ㆍㆍImproving quietness in carsImproving quietness in cars

□□EnvironmentEnvironment

ㆍㆍEnergy storage systemEnergy storage system

ㆍㆍRecycle of interior materialsRecycle of interior materials

ㆍㆍ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

그림 차세대전동차 개발1. Concept



기술개발 개요3.

시스템 체인지3.1

차세대 전동차는 기존의 각종장치의 기술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체인지를 통하여 운영비용을

저감하기위해 차체구조의 간소화 범용전기기술 활용에 따른 차내 배선의 삭감 개별 차륜방식에 따른 레, ,

일 및 차륜운영비용의 저감하고 경량화 및 개별 직접구동방식에의한 에너지 효율 향상하여 동력비용을,

저감하고 편성내의 기기수를 삭감하여 화로 를 저감하고 환경을 고, maintenance free maintenance cost ,

려하여 디스크마찰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완전 전기제동방식에 의한 정시시스템을 적용하고,

내장 재료나 부품 교환이 용이한 차체구조로 하고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 하기위한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적용하고 역사에 화상검지시스템을 적용하여 인명낙하 발생시 자동정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

차량구성3.2

차세대 차량은 개발차량이기 때문에 량 편성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최초에는 신규노선을 목표로 하여6 1 .

관절대차를 고려하여 차체를 기존보다 작은 형태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선과 호환성에 문제가 많,

이 검토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도입된 차량이 내구연한 년이 도래한 차량이 이사업종료 개발완. (25 )

료시점과 동시에 차량발주 수요가증 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존차량과 같은 표준전동차사양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 및 기능면에서 체인지한 차량시스템 유지보수성 및 성능 면에서 체인지 된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핵심기술개발 개요4.

직접구동전동기4.1

전동차 구동용 주회로 시스템은 저항제어에 의한 직류전동기방식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 파워일렉트, ,

로닉스의 발전으로부터 쵸퍼 제어방식에서 인버터제어에 의한 유도전동기제어방식으로 발전해 왔, VVVF

다 이렇게 획기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유지보수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구조와 에너지를 저.

감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유지보수비용이 적게 들.

어가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구동전동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 .

현재 전차구동시스템은 유도전동기를 사용한 인버터 제어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방식, VVVF .

은 종래의 직류 전동기 방식에 역행 전후진 정류자 브러시등이 불필요하며 소형 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 ,

는 측면에서 십수년만에 획기적으로 진보해온 시스템이다 그러나 유도 전동기는 외부공기를 모터내부에. ,

집어 넣어 냉각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 내부의 청소작업과 축수 그리스 의(Bearing) (grease)ㆍ

보수라는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또한 모터의 구동력을 차륜에 전달하는 방법은 구동기어에 의.

해 감속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의 점검과 윤활오일의 교환 등의 유지보수가 필

요하고 동력전달 손실도 요인이 되고 있다, .

최근에 차량분야의 유지보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화 소음저감등의 요구는 운영기관에서 점점높아지, ,

고 있어 이 현재의 제품방식으로는 효과를 개선할 수가 없어 카르단구동장치감속기어를 폐지하고 모터, ( )

와 차축을 직결하는 직접구동식 주전동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직접구동방식에는 차륜. Dual wheel drive(

이축에 고정되어 있는방식과 차륜이 축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자 회전하는) Individual wheel drive(

방식이 있는데 방식을 개발하여 국내 커브구간이 많은 것을 가만하여 곡선구간) Individual wheel drive

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장점은 화 에너지효율향상 소음저감을 겨냥하고 있고 와 동력전DDM Maintenance free , , , Maintenance

달 손실의 발생원이 되고 있는 카르단 구동장치를 제거함으로 인하여 모터의 회전수는 약 분의 로 되7 1

기 때문에 베어링 부담과 모터의 회전소음 저감도 가능하다.



종래의 유도전동기는 기동토크를 확보하기 위해 외형이 대형화 되고 차축에 편입하는 것이 곤

란해지므로 소형이며 보다 큰 토오크를 얻을 수 있는 영구자석방식의 전동기를 적용하므로 모

터의 발열이 적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는 한편 전폐방식의 구조가 가능하므로 년 이상의10

를 목표로 보고 있고 종래방식에 비해 이상의 에너지효율이 가능하며 회전수Maintenance , 5% ,

저감에 따른 저소음구조가 가능하다.

(a) (b)

그림 직접구동추진시스템2.

기존 추진시스템 직접구동추진시스템(a) , (b)

전전기제동시스템4.2

전전기제동방식은 전 속도영역에서 필요한 정지 브레이크를 전기와 공기제동의 병용이 아닌

전 전기제동으로만 지하철을 정지하는 것으로 인버터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완전 전기제동을 수

행하는 효과적인 제동방법이다 종래의 전동차 운전정지 방식은 차량용 추진제어 장치인 인버터. ․
에의해 기동되어 출발하고 역에 도착시에 정지를 하는데 기존방식은 최고속도로 운행하다가,

까지는 전기제동 감속제어를 수행하고 이하는 공기제동장치의 동작으로 공기압력5km/h , 5km/h

에 의한 디스크 마찰방식으로 차량이 정지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방식은 벡터제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동기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전동기에 부착된 검출기를 이용한다 그러나 회전시. , 1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속에서 정확한 벡터제어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또60 pulse 100 pulse .∼

한 전동차 정지를 과거에 전기공기 혼합방식 전공블랜딩 을 사용하던 것을 추진제어장치 제어( )․
기술이 발달되고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주파수가 상승함으로써 이하 저속영역에서 고속5km/h ․
정밀 제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전기제동방식을 구현하기위해 추진인버터를 이용하여 전동기 위.

치를 저속에서도 정밀제어 할 수 있도록 속도검출 정밀성을 높이고 저속에서 토오크(Encorder) ,

보상하는 제어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저속에서도 제어가 되어 차량정지를 할 수 있는 추진인버터

제어장치를 개발하고 기존의 추진시스템은 제어를 수행하므로 인하여 정밀제어가 곤란하, 1C4M

였고 특히 재점참 제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신개념의 인버터 제어기술을 적용하, . 1M1C

여 완전전기제동방식과 견인 및 제동의 효율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a) (b)

그림 전전기제동시스템3.

기존 제동시스템 전전기제동시스템(a) , (b)



유압제동방식4.3

저항제어방식에서는 전동차에 저항기를 이용하여 발전브레이크를 작용시켰던 시대는 항상 일정

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 브레이크가 작용한 경우는 전동차의 공기 브레이크를 전,

부 닫는 제어로 하고 있었다 그 이후 쵸퍼 제어 등으로 회생브레이크가 실용화되자 제동력이 부.

하상태에 따라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회생브레이크에 공기브레이크를 보충함으로써 필요한 제동

력을 확보하는 브랜딩제어가 이루어 졌다 이제는 추진용 인버터를 이용하여 저속 까지. (0 Km/h)

정지를 한다면 기존의 공기제동방식을 이용하여 정차제동 주차제동 비상제동만 이용할 수 있어, ,

사용범위가 완전히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저감.

하기위해 공기제동방식이 아닌 유압제동방식등 기타 제동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차량제어의 분산화4.4

지금까지 차량의 제어 시스템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통합화를 꾀하고 기능을 집중화함으로써,

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가령 제어계의 중요기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차량전체에cost down .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차세대 전동차개발에 있어서는 종래와는 역 발상적으로 제어시스템을.

자율분산화 해서 만일 개개의 기기에 고장이 있더라도 전체의 운전의 정지에 이루지 않도록 하

여 수송의 안전성을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에너지 저장시스템4.4

에너지 절약은 국가적인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국내 차량에서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는 제,

대로 활용되지 않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산업에서도 다양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에너지 활용이 되지 않고 축전지가 있다고 하여도 효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시 산업에 다양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

단되어 차량시스템에도 감속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를 저장장치에 순간적으로 저장하였다가 가

선에서 필요시 공급해주는 방식의 저장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저장시스템은 변전소.

모선에 연결되어 차량이 회생할 때 차량에서 발생된 전력에 의해 전차선 전압이 올라가면 에너

지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차량이 역행하면 전차선 전압이 내려가므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에너,

지를 전차선을 통해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에너지 저장방식은 플라이휠 방식은 중량이 크고 회전.

체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에너지 저장시간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

방식은 출력밀도가 높고 급속 충방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Super Capaciter ,

수명 및 에너지 저장시간에 단점이 있어 개념설계를 통하여 최종 방식을 결정할 예정Capaciter

이다.

그림 에너지 저장시스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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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에는 혼잡율 매우 높게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역 구내에서 안전사고가 상시 작

용하고 있고 특히 를랫품에서 낙상에 의한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

에 의한 감시는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에 한계가 인다고 판CCTV ,

단된다 따라서 화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감지기술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대책이라 판단되어 역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플랫폼에 낙하한 물체를 인식하여 열Stereo

차 진입 하는 차량을 신호장치에 의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Monitoring
area

Stereo 

camera

Fallen passenger
detection

Fallen passenger
detection

그림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5.

결론5.

차세대 전동차 개발에 대한기본 방향을 소개 하였다 차량분야에 전체적인 면을 자세히 소개.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기술과 되는 핵심기술이주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차세대change .

전동차는 기존기술을 한 단계 띄어넘는 기술로 운영비용 저감 화로, maintenance free

를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고 소음을 저감할 수 있고 디스크maintenance cost , , ,

제동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차세대 전동차 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가지며 운영자에게는 운영비용 점감을 고객에게 편리성과 안정성을 제공,

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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