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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세대전동차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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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S(Advanced Urban Transit System) are developed by government R&D business. This 

units are under main line performance test in Daebul test line. Both AC and DC could apply to 

the AUTS for pantagraph voltage. So main transformer and some high voltage filters are added 

to the under-frame. As a result the total weight of each car(Mc1-Tp1-M-T-Tp2-Mc2) is 

different. And axle load is different each other.

 The main characteristics of AUTS(Advanced Urban Transit System) are as follows. One 

inverter control one motor, DDM(Dircet Drive Motor), no driving gear, plug no end door, 

self-steering bogie etc. These matters could be appeared to strange vibration. So vibration 

test is important. The vibration test performed to Mc1 and Tp1. The results were checked to 

the up-down direction and left-right direction for acceleration.

1. 서론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된 차세대전동차는 현재 대불시험선(그림 1 및 2 참조)에서 “도시철도차량 성

능시험에관한기준”에서 정한 본선시운전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전동차는 AC/DC 겸용차량으로 

개발되어 이에 따른 고전압장치가 추가되어 차량중량이 일반 전동차보다 무거우며 또한 기기배치에 약

간의 어려움이 있어 윤중편차가 높은 편이다. 6량1편성 차량으로 구성되었으며 차량마다 총 중량에 차

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전동차는 DDM(Direct Drive Motor)방식으로 제작되어 축을 직접 구동

하는 방식으로서 이에 따른 드라이빙기어가 없는 방식이다. 대차는 자기조향방식을 체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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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실 차체에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충돌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차체를 적용하였으며 갱웨이에

는 도어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림 3 DDM(Direct Drive Motor 형상)

이런 사항들은 열차의 운행시 이상 진동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진동시험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진

동시험은 차량 중량이 제일 큰 Mc1과 차량 중량이 제일 작은 Tp1에 대해 상하방향 및 좌우방향에 대한 

진동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성능시험에 관한기준에서 정한 기준치에 적합한지를 본 논

문에서는 분석하였다.

       그림 4 플러그 인 도어 형상                      그림 5 확장형 갱웨이 형상

2.  본  문

2.1 진동시험 조건

“도시철도법 제22조의3 성능시험”에 근거한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차세대전동

차는 완성차시험을 종료하고 5,000km 예비주행시험을 무사히 마쳤으며 도한 본선시운전시험을 모두 마

쳤다. 치고 본선시운전시험을 준비중에 있다. 본선시운전시험에서 정한 진동시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조건

측정차량은 동력차 및 부수차로 하고, 시험 하중은 공차상태로 한다.

2) 측정구간 및 운행속도

진동시험은 본선에서 정상운행속도로 주행 시 측정하며, 측정구간은 협의에 따라 선정하고 통상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측정항목 및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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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측정 위치 가속도계 용량 측정차량

좌우방향진동의 
진동가속도 및 진동수

전, 후위 
대차 중심상의 차체바닥 5G

동력차
( M car )

부수차
( T car )

상하방향진동의 
진동가속도 및 진동수

좌우방향 정상가속도

표 1. 진동시험 항목 및 측정위치 

그림5. 센서 설치 및 시험장비 배치도

2.2 진동 측정 및 데이터 분석

1) 좌우 및 상하방향 진동가속도 측정

a. 선정된 선로를 10km/h 에서 영업운전 최대속도까지 매 10km/h 마다의 일정속도로 주행.

b. 매 속도마다 MC 및 M car의 대차 중심상의 차체바닥에서 좌우방향 및 상하방향의 진동가속도

를 측정.

2)  좌우 및 상하방향 진동가속도

a. 진동측정 데이터는 측정 구간에서 각 속도 별로 100m씩 최대 진폭을 취하여 데이터를 분석.

b. 레일 이음부, 교차부, 선로 악조건으로 인한 과도한 진동은 제외.

c. 측정구간에서 얻은 최대 진동가속도 값을 각 속도 별로 구분하여 산술 평균.

d. 진동 가속도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작성하며, 속도 구분은 10km/h.

3) 정상가속도 측정

a. 선정된 곡선선로를 쌍방간에 합의된 속도로 주행.

b. 주행속도와 좌우방향 진동가속도를 측정.

4) 정상가속도

a.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정상가속도 성분만을 취하고 그 때의 속도를 같이 읽음.

b. 주행속도를 가로축으로, 정상가속도를 세로축으로 한 그래프를 그린다. 이 때의 진동가속도는 

중력단위인 g로 함.

2.3 진동시험 평가기준

상하방향 진동가속도는 그림 2의 보통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좌우방향 진동가속도는 그림 3의 보통수

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좌우 및 상하방향 진동가속도

2) 좌우방향 정상가속도

  좌우방향 정상가속도는 0.08g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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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상하방향 진동가속도의 평가기준          그림7. 좌우방향 진동가속도의 평가기준

3.  결  과

최고속도 110km/h까지 속도를 내면서 속도별 진동가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한 결과를 다음 그

림들에서 나타내었다. 

  

  그림8. 상하방향 진동가속도 시험결과          그림9. 좌우방향 진동가속도 시험결과

그림10. 좌우방향 정상가속도 시험결과

3 결론

진동시험 결과 상하방향 및 좌우방향 모두 기준치를 만족시켰으며 좌우방향 정상가속도도 시험선의 최

소곡선인 R800m에서 기준치인 0.08g를 만족시켰다. 다만 운행속도 50km/h에서 일부 차량이 상하 흔들

림 현상이 발생하여 추후 원인 분석을 위한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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