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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동차 대차와 차체의 중간에 연결되는 중요부품인 

횡댐퍼는 차량 주행시 발생하는 공진현상의 하나인 사

행동(蛇行動)을 방지하여 객실내 쾌적한 승차감을 조

성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운전모드조건, 열차속

도, 지상-차상 신호, 출입문 안전문(PSD) 설비가 갖춰

진 역에 진입 정차시 차량의 차체가 한쪽으로 순간적

으로 쏠림으로 인한 차량의 상부와 출입문 안전문이 

간섭 없는 안전조건이 만족되도록 횡댐퍼는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횡댐퍼는 Fig. 1과 같

이 1개 차량에 2개가 대차 상부 중앙에 위치하여 한쪽

은 대차틀 브라켓에 다른쪽은 센터피봇 블록 브라켓에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취부되어 운행중에 고장시 

충격음과 좌우 흔들림 현상으로 고객 불안과 불편이 

고조되면 이는 차량교환으로 연결되어 지며 운행이 지

연된다. 이러한 고장예방을 위해 운영기관에서는 전동

차 부품 신뢰성 정비기법과 예방보전활동(preventive 

maintenance)을1) 통해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5,6,7,8호선 전동차 횡댐퍼의 적정한 감

쇠력 유지를 위해 2016년도 중정비 대상 50개 편성을 

대상으로 4년검사2-7) 정밀점검 시행전 횡댐퍼 800개에 

대해 감쇠력 시험결과 86.25%(690개)가 불량이었고, 4

년검사 정밀점검 시행후 출창한 전동차 4개 편성을 대

상으로 1개 편성 8량중 4량(전부 2량:TC Car, 중간 2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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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result(also after it’s been carried out the damping force test with 800ea lateral dampers of 50ea trainset from entering 
heavy maintenance workshop to implement heavy maintenance inspection cycle, there were 86.25%(650ea) which were out of 350kg ± 
15% of the standard value of damping force compared to the reference valu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heavy maintenance inspection 
cycle, it’s been examined damping force test with total samples 32ea(samples 8ea per a trainset) from actual running EMU 4ea trainset. 
As the result, percent defective was 84.4%(27ea), which was a very high level. System. The lateral damper’s the failure cause of damping 
force defective was oil leakage caused by tearing crack of oil seal and foreign material in oil iron 473 ~ 1932 times higher than that of new 
oil, copper 36 ~ 98 times higher than that of new oil reduced oil amount cycling damping valve. It resulted from the change cause of 
damping force. In the static analysis on the shape of lateral damper oil seal’s the existing and improved product, the stress of the improved 
product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existing product. In the fatigue analysis, the existing product showed a low life in the upper area. 
However, in case of the improved product,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destruction did not occur up to the specified 1.0e + 006 cycles 
and the lifetime was further improved in mos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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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teral damper mounting position.

TCar)에 취부되어 있는 횡댐퍼 8개를 12개월, 28개월, 

36개월, 44개월 주기로 총 4회 32개를 취거한 후감쇠력 

평가 시험을 시행하여 사용기간에 따라 감쇠력이 변화

되는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감쇠력 불량 해소대책을 

실제 적용하여 횡댐퍼 기존품과 개선품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통해 성능 향상여부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쳐 

차기 중정비 4년 검사 전까지 감쇠력 허용기준을 만족

할 수 있는 성능 향상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정밀점검 시행 전․후 횡댐퍼 감쇠력 평가 

2.1 정밀점검 시행전 횡댐퍼 감쇠력 시험

2016년도 4년검사 정밀점검 대상인 5,6,7호선 전동

차에 취부된 횡댐퍼를 취거하여 서울교통공사 고덕/도

봉 차량사업소에서 보유중인 Fig. 2의 오일댐퍼 시험기

Fig. 2. Seoul national transportation corporation godeog/ 
dobong rolling stock depot oil dmper tester.

Fig. 3. Comparison of damping force of 800 samples of lateral 
damper before inspection cycle in 2016.

로 시험을 시행한 결과 시험 sample 800개중에서 감쇠

력 허용기준 350 Kgf±15%을 벗어난 불량률이 86.25% 

(690개)로 높은 수준이었고, 이 불량률을 Fig. 3에 엑셀 

그래프 타점으로 나타내었다.

2.2 정밀점검 시행후 횡댐퍼 감쇠력 시험

5호선 전동차 4년검사 정밀점검 시행차량을 대상으

로 본선 운행중인 전동차에서 횡댐퍼를 12M, 28M, 

36M, 44M주기로 sample를 취거하여 감쇠력 시험을 통

해 사용기간에 따른 감쇠력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sample 횡댐퍼 취거대상 전동차에 대해서 Table 1에 편

성, 4년검사 정밀점검 완료일, 운행기간 및 거리, 시험

일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Table 1. Damping force test for lateral damper

Train Date of 
inspection 

Service 
period

Operating 
distance(Km)

Examination 
date

540 2016.04.19 12M 87,031.30 2017.04.12

568 2014.11.06 28M 209,707.40 2017.03.13

562 2014.04.15 36M 307,871.30 2017.04.25

555 2013.06.24 44M 359,494.40 2017.03.02

시험 sample는 Fig. 4의 제어차(TC car) 전 후부 2량

과 중간 부수차(T1,T2 car) 2량 총 4량에서 8개를 대상

으로 하였다. 

※ TC: driving trailer car , M1,2: power driving car), T1,2: trailer car

Fig. 4. Electric multiple unit composition diagram.

오일댐퍼시험기로 속도를 0.01, 0.02, 0.032, 0.04, 0.06, 

0.08, 0.1V(m/s)로 7단계로 변화하면서 총 sample 32개(1

편성 8개)를 시험한 결과 Fig. 5와 같이 350Kgf±15%을 

벗어난 불량률이 84.4%(27개)이었다.

Fig. 5(a)540은 sample 8개 중에서 기능을 완전 상실

한 불량 2개(5040-1, 5140-2) 및 허용한도(Limit)를 밑도

는 감쇠력 불량 6개(5040-2, 5140-1, 5440-1, 5440-2, 

5540-1, 5540-2)가 발생하여 8개 모두 불량이었다. 

Fig. 5(b)568은 sample 8개 중에서 허용한도(Limit)를 

밑도는 8개 모두 감쇠력 불량(5068-1, 5068-2, 5168-1, 

5168-2, 54685-1, 5468-2, 5568-1, 5568-2)이었다.

Fig. 5(c)562는 sample 8개 중에서 수평형 그래프로 

기능을 완전 상실한 불량 2개(5062-1, 5562-1),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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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40

(b) 568

(c) 562

(d) 555

Fig. 5. Damping force test results of 8 latera dampers.

도(Limit)를 밑도는 감쇠력 불량 3개(5062-2, 5162-2, 

5462-1) 및 허용한도(Limit)를 웃도는 감쇠력 불량 1개

(5562-1)가 발생하여 6개가 불량 이었다.

Fig. 5(d)555는 양품 3개(5055-2, 5155-1, 5155-2), 종

축의 0을 기준으로 횡축 속도변화에 대한 감쇠력 변화

가 거의 없는 수평형 그래프로 기능을 완전 상실한 불

량 1개(5555-2) 및 허용한도(Limit)를 웃도는 감쇠력 불

량 4개(5055-1, 5455-1, 5455-2, 5555-1)가 발생하여 5개

가 불량 이었다.

3. 횡댐퍼 감쇠력 불량 원인 분석 

3.1 오일변화량 조사 

4년검사 정밀점검을 위해 입창한 전동차 2개 편성

(706, 719)의 횡댐퍼를 취거하여 Table 2와 같이 오일 

변화량(Oil amount)을 조사한 결과 보수품(Repair) 대비 

사용품(Products)이 30~200 ㎖가 감소하였고, 감쇠력

(Damping force)도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Table 2. Change of damping force versus lateral damper oil 
amount 

S/N
Oil amount(㎖) Damping force(Kgf)

Repair Products Variation Repair Products Variation

82 520 410 -110 399.5 305.8 -93.7

98 520 420 -100 415.5 256.9 -158.6

120 520 480 -40 391.5 258.4 -133.1

243 520 400 -120 413.5 291.2 -122.3

426 520 480 -40 402.5 305.2 -97.3

332 520 450 -70 378 237.8 -140.2

225 520 450 -70 385.5 139.4 -246.1

748 520 460 -60 417 271 -146

131 520 480 -40 364 49 -315

314 520 480 -40 364 265.9 -98.1

451 520 460 -60 367.5 250.3 -117.2

27 520 430 -90 415.5 262.6 -152.9

26 520 400 -120 398.5 261.4 -137.1

221 520 460 -60 395.5 246.6 -148.9

173 520 460 -60 442 278.8 -163.2

137 520 450 -70 422 264.4 -157.6

3.2 오일 성분시험 

오일 Sample 6개(신유-1개, 3년 6월-1개, 3년 9월-1개, 

4년-3개)에 대한 성분 시험결과 사용유 Sample 5개 모

두 Table 3과 같이 횡댐퍼 작동시 오일이 접촉하는 실린

더와 피스톤, 밸브, 동가스켓 등 부품의 마모와 금속의 

부식으로 신유보다 철이 473~1932배, 구리가 36~9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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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results of lateral damper oil component

Division New oil
Sample

1 2 3 4 5

PQIndex 2 656 501 128 667 314

Visc@40C(cst) 15.9 15.3 15.4 14.5 14.9 14.8

TAN(mg KOH/g) 0.34 0.73 0.42 0.46 0.45 0.48

Water(Vol%) 0.005 0.039 0.02 0.015 0.02 0.021

Cr(Chromium) 0 19 4 10 5 7

Cu(Copper) 0 36 80 98 55 41

Fe(Iron) 0 1932 1203 473 1239 1155

Na(Sodium) 0 2 5 2 1 1

Ca(Calcium) 40 18 14 13 11 11

Mg(Magnesium) 12 31 34 34 32 32

P(Phosphorus) 287 282 304 297 294 307

Zn(Zonc) 279 284 286 296 266 294

가 검출되어 교체시기가 도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오

일내 이런 철, 구리 등 이물질은 Damping valve를 순환

하는 오일량에 감소시켜 감쇠력 변화8)에 원인이 된다.

3.3 피스톤 결함조사

피스톤(￠29×50 mm, 6t) 부품 표면을 Fig. 6의 현미

경(AM-413T)으로 검사한 결과 스크래치(scratch)가 있

어 초음파탐상(Ultrasonic flow detector) 휴대용 장비인 

Fig. 6. Piston surface electron microscopy.

Fig. 7. Ultrasonic inspection.

(a) normal(정상) (b) defective(불량)

Fig. 8. Ultrasonic test result.

(a) Inspecting(검사) (b) defective(결함)

Fig. 9. Magnetic particle inspection result.

Fig. 10. Surface roughness inspection.

(a) New article(신품)

(b) Used goods(사용품)

Fig. 11. Piston surface roughness inspection data.

Fig. 7의 USM35(GE Inspection Technologies사)로 탐촉

결과 Fig. 8과 같은 불량파형이 검출되어 휴대용 자분

탐상검사(magnetic particle inspection)기인 Fig. 9로 형

광물질을 분사후 자외선 조사결과 스크래치(scratch) 불

량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면조도측정기(SJ301, Mitutoyo사) Fig. 10으

로 시험 sample 신품 1개와 사용품 10개에 대해 피스톤 

(원형) 외부 중앙 임의 한점과 180°로 원점 대칭하는 다

른 한점 총 2개소를 대해 2회 시험한 평균값이 신품대

비 사용품이 Ra (arithmetical mean roughness)는 0.165

㎛~ 2.375 ㎛, Rz(ten point roughness)는 1.71 ㎛~14.68 ㎛, 

Rq(root mean spure average roughness)는 0.25 ㎛~3.175 

㎛ 마모가 심했다. Fig. 11는 피스톤 신품과 사용품에 

대한 표면조도 검사 데이터이다.

3.4 실린더 결함조사

실린더(￠160×570 mm, 4t) 내부에 Fig. 12로 형광물

질을 실린더 원통 내부에 분사후 자외선 조사결과 스크

래치 불량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시험 sample 신품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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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agnetic particle inspection. 

Fig. 13. Plasma cutting.

Fig. 14. Test Sample. 

(a) New article(신품)

(b) Used goods(사용품)

Fig. 15. Cylinder surface roughness inspection data.

와 사용품 16개를 Fig. 13의 프라즈마 절단기로 상부에

서 하부방향 수직으로 1/2 절단하여 표면조도측정기

(SJ301, Mitutoyo사) Fig. 10를 사용하여 피스톤 접촉 부

위인 Fig. 14의 실린더 원통 내부 상부와 하부 중간 지

점인 285 mm(570 mm÷2) 중앙 지점에 한개 총 2개소(실

린더 1/2절단)에 대해 2회 시험한 평균값이 신품 대비 

사용품이 Ra는 0.04 ㎛~2.21 ㎛, Rz는 0.53 ㎛ ~13.87 ㎛, 

Rq는 0.04 ㎛~3.04 ㎛ 마모가 심했다. Fig. 15는 실린더 

신품과 사용품 표면조도 검사 데이터이다.

3.5 오일씰 결함조사

오일씰은 횡댐퍼 내부 Rod guide stop nut와 Piston rod 

중간에 취부되어 피스톤 작동 원활화와 오일의 누유방

지 기능 및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이 

내부에 침투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시간 사용으로 고무경도계(GS-706N)로 경도를 측정

한 결과 Fig. 16과 같이 신품은 65(기준치 65~75) 불량

품은 80으로 신품보다 불량품의 경도가 15이상 높아 

Fig. 17의 현미경으로 오일씰 seal width 일부분이 경화 

균열되어 찢어지고 미세한 균열과 조직이 떨어지면서 

오일씰 자체의 기능이 상실되어 오일이 누유 되면서 이

음과 인장 압축시 감쇠력 불량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Fig. 16. Oil seal hardness test. 

Fig. 17. Defective oil seal electron microscopy inspection.

4. 횡댐퍼 내구성 개선 오일씰 형상 변경

4.1 오일씰 일부 형상 디자인 변경 

횡댐퍼내 오일씰의 Dust lip 일부분이 균열되어 찢어

져 피스톤 작동 원활화와 오일의 누유방지 기능 및 외

부로부터 침투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이 내부에 침투되

지 못하게 하는 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씰 하

우징 대기축 방향으로 취부되는 오일씰 더스트리프부 

길이를 기존보다 3 mm 길게 하여 접촉면을 증가시켜 

샤프트(피스톤) 동작시 Dust lip부분에 오일 침투를 방

지하고, 더스트리프부 중앙에 홈을 내 원형 스프링을 

취부하여 피스톤의 빈번한 작동으로 틈이 생기는 현상 

방지와 Dust lip부분이 오일에 의해 경화되어 균열과 

찢어짐으로 인한 누유고장 예방과 이물질 유입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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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product(기존품) (b) Improvement(개선품)

Fig. 18. Oil seal.

위하여 Fig. 18 (a)의 기존품을 Fig. 18 (b)와 같이 seal 

width의 형상을 일부 디자인 변경9) 개선하여 감쇠력 

불량 고장 예방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4.2 오일씰 기존품과 개선품 구조해석 

횡댐퍼의 오일씰의 기존품과 개선품에 대한 내구성 

향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SOLIDWORKS 2017 시뮬레이션을 사용10)하여 물성조건 

(basic state:경도 65~75, 인장 100 kgf/㎠ 이상, 신율 250

이상)이 동일한 조건하에 기존품과 개선품의 형상차이

에 의한 비교와 구조해석을 시행하였다.

4.2.1 해석조건 

(1) 피스톤 동작속도 : 32 mm/s

(2) 피스톤과 오일씰간 마찰계수 (임의로 지정)

   ○ 동적마찰속도 : 10.16 mm/s

   ○ 동적마찰계수 : 0.05

   ○ 정적마찰속도 : 0.1 mm/s

   ○ 정적마찰계수 : 0.08

(3) 오일씰 재질 : 고무(NBR)11)

   ○ 탄성계수 : 6.1 N/㎟

   ○ 포아송비 : 0.49

   ○ 인장강도 : 13.78 N/㎟

   ○ 항복강도 : 9.23 N/㎟

4.2.2 해석모델링

오일씰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모델링

을 단순화 하였다.

오일씰 하우징

오일씰

샤프트

4.2.3 모션해석

직선운동에 의한 샤프트와 오일씰 간의 마찰 하중데

이터를 얻기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피스톤 동작속도 

32 mm/s로 정방향으로 2초간 모션 해석 진행(총 행정

거리 64 mm)과 0~2초 구간중 하중이 가장 크게 발생

하는 구간의 하중을 정적해석용 데이터로 지정(최대 

하중 구간 : 0.5초) 하였다.

4.2.4 정적해석

Fig. 19와 같이 기존품은 제품 상부에서 큰 응력이 발생 

(플롯범위: 5.063e-005~5.0e-003 Mpa)하였으나, 개선품

은 기존품 대비 작은 응력이 발생(플롯범위:5.582e-005~ 

5.0e-003 Mpa)하였다.

(a) Original product(기존품) 

(b) Improvement(개선품)

Fig. 19. Static analysis of oil seal.

4.2.5 피로해석

기존품과 개선품에 대한 고무재질 탄성계수에서 파

생된 곡선을 기반으로 해석을 진행한 결과 Fig. 2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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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product(기존품)

(b) Improvement(개선품)

Fig. 20. Fatigue analysis of oil sea.

같이 기존품은 제품 상부 영역에서 낮은 수명을 가지

는 부분이 발생하였으나, 개선품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임의 지정한 1.0e+006 사이클까지 파괴가 일어나지 않

아 수명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 횡댐퍼 내구성 개선 검증 내구성 시험

오일씰 형상이 변경 안된 기존품과 오일씰 형상이 변

경된 개선품이 취부된 횡댐퍼를 내구성시험12)을 통해 

성능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사 보유장비(DFT-07- 

35-4)에 9° 기울여 취부한후 60 mm 행정을 60 mm/sec 

 

(a) Original product(기존품)

(b) Improvement(개선품)

Fig. 21. 5 Times test result durability test.

속도로 연속 50만회 동작 시험을 시행한 후 감쇠력 시

험을 5회 시행한 결과 Fig. 21과 같이 기존품은 허용한

도(Limit)를 밑도는 불량상태지만, 개선품은 허용한도

(Limit)내로 내구성이 향상되었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전동차 횡댐퍼 내부 부품중에서 오일 

누유 고장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 오일씰의 형상 

변경과 구조 및 피로해석 및 내구성시험을 통해 감쇠

력 불량고장 예방과 내구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횡댐퍼는 사용시간에 따라 감쇠력이 비례하여 

감소만 되는게 아니라 반대로 감쇠력이 커지는 경우도 

있었고, 오일량 감소시 감쇠력도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2) 횡댐퍼 사용 오일 sample 5개(42M~48M)에 대한 

성분 시험결과 신유대비 철이 473~1932배, 구리가 36~ 

98배가 검출되어 이런 이물질은 Damping valve를 순환

하는 오일량을 감소시켜 감쇠력 변화에 원인이 되었다.

(3) 정적해석에서는 횡댐퍼 오일씰 개선품이 기존품 

대비 작은응력이 발생하였고, 플롯범위는 5.582e-005~ 

5.0e-003 Mpa이었다.

작은 응력이 발생하였다. 

(4) 피로해석에서는 기존품은 상부 영역에서 낮은 

수명을 보이는 부분이 발생하였으나, 개선품은 대부분

의 영역에서 임의 지정한 1.0e+006 사이클까지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 내구성이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50만회 내구성시험 후 횡댐퍼 감쇠력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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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품은 허용한도(Limit)를 밑도는 불량 상태이었지만 

개선품은 허용한도 내로 내구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향후 오일씰 기존품과 개선품이 취부된 횡댐퍼에 대

한 실차시험을 시행하여 진동과 승차감의 변화 분석 

및 개선된 오일씰 실차 적용시 추적관찰을 통해 제기

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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