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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leading subway technology Advanced Urban Transit System is developed by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Next-generation trains equipped with direct driving permanent magnet traction motor and individually controlled 
propulsion system.  Electromagnetic properties of the Next-Generation Train from four perspectives will be 
discussed. The first is closely related to human hazards that affect the 60Hz low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 
The Second is inductive noise that affect railroad signal system. The third is conductive noise that affect 
communication line near railroad. The 4th is radiation noise that may affect electronic equipment near the railroad 
tracks.

1. 서론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동차는 1974년 서울1호선 개통 당시 도입된 저항제어방식의 1세대전동차를 시

작으로 2세대 전동차인 초퍼제어방식 전동차를 거쳐 가변전압가변주파수(VVVF) 제어방식의 3세대전동
차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되는 대다수의 전동차가 3세대전동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동차보
다 안전성 및 유지보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고효율 저비용의 차세대첨단도시철도시스템을 개발하
여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철도기술을 선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차세대전동차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차세대전동차의 주요 핵심기술로는 직접구동형 전동기, 개별제어추진시스템, 정지시
까지 전기제동 등을 들 수 있다.

개발된 차세대전동차는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대불선에서 전동차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시험운행을 하
고 있으며, 대불시험선에서 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시험을 완료하고 성능확보를 위한 주행시험을 진
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견인전동기(DDM) 및 개별제어추진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된 차세
대전동차에 대하여 전자기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체유해성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60Hz 극저
주파 전자계, 철도신호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9㎑~25㎑대역의 유도성잡음, 철도선로 인근의 전자장비에 
영향을 줄수 있는 9㎑~1㎓ 대역의 방사성 잡음에 대하여 차세대전동차를 기준으로하여 유도장애 측정 
및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문
2.1 유도장애시험
2.1.1 유도장애시험기준
차세대전동차의 유도장애시험은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유도간섭의 수준을 측정하여 철도시스템

내부 및 주변의 설비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복사성 간섭시험, 전도성 간섭시험, 유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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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시험이 있으며, 전동차 내에 탑승하는 승객의 전자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체 유해성시험으
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복사성 간섭시험은 IEC62236 기준에 따라 정차상태, 저속운행상태 및 고속운행상태로 나누어 측정을 
하였다.  차세대전동차의 신호방식은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방식(CBTC)임으로 전도성간섭시험과 무관
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신호시스템을 바꾸어 적용될 수 있음으로 국내에 도입된 신호시스템 지상설비의 
주파수별 전류기준을 참고치로 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시험에 대한 열차운행모드 및 시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열차운행 모드 시험기준 비고 

복사성

간  섭

시  험

정차
추진장치 대기 상태 

보조전원장치 및 서비스기기동작

IEC 62236-3-1 

정차 허용기준 

측 정 속 도 는  

안테나를 통

과하는 지점

기준 

저속

운행

최대견인력의 1/3 속도 역행 IEC 62236-3-1

서행 허용기준 최대 회생 제동력의 1/3 속도 회생제동

고속

운행

최고속도의 90 % 초과 역행 
IEC 62236-2

고속 허용기준 
최대 견인력 속도 역행

최대 회생 제동력으로 회생제동 

전도성

간  섭

시  험 고속

운행

최대 견인력 역행→최대 회생 제동력 제동

최고 속도 역행→최대 회생 제동력 제동

* 추진제어장치 정상 상태 및 

1개 이상의 비동작 상태 측정 

신호장치 사용 

주파수별 전류제한

치

3회 이상

반복 측정 

유도성

간  섭

시  험

등가방해전류

10 A 이하

(운용자와 협의)

3회 이상

반복 측정 

인체의

유해성시  

험

고속

운행

최대 견인력 역행→최대 회생 제동력 제동

최고 속도 역행→최대 회생 제동력 제동

* 추진제어장치 정상 상태 및 

1개 이상의 비동작 상태 측정 

EN50500 

방통위고시 

제2008-37호 일

반인 전자파 강도

기준

차량 내/외부 

측정

도표 2. 유도장애시험 기준

2.1.2 시험차량개요 및 시험조건
차세대전동차는 직/교류전동차로 6량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구성 및 주요 전장품은 다음 표

와 같으며, 전장품은 각 차량별로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다.

차량 Mc1 TP1 M T TP2 MC2

주요

장치

C/I, TM, 

FL
MTr, SIV

C/I, , SIV, 

TM, FL
MTr, SIV

C/I, TM, 

FL

도표 3. 차량별 주요 장치 

차세대전동차의 설계최고속도는 130km/h이며 운행최고속도는 110km/h이다.  차세대전동차의 최대견
인력 정토크 구간은 정차상태에서 35km/h구간임으로 시험을 위한 최대견인력속도는 35km/h로 정하였

2032



다.  마찬가지로 최대회생제동력 정토크 구간은 65km/h부터임으로 최대회생제동력속도는 65km/h로 정
하였다.  인체유해성측정을 위하여 차량 객실내 측정위치는 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치를 위
주로 선wjd하였으며, 추진장치(C/I), SIV, TM, MTr 및  FL이다.
2.2 유도장애시험 
2.2.1 전도성 간섭시험
전도성 간섭시험은 전동차의 추진제어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하여 지상 신호장치의 간섭을 확

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국내에 도입된 신호장치(TI21, SDTC, FTGS46,917)의 사용주파수를 대상으로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M카 1량 고장상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고려한 3종의 신호장치에 
대하여 기준치를 만족함을 보였다.  아래 표는  TI21을 대상으로 하여 비정상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이
다.

열차운행 모드
시험

기준

시험결과

판정
비

고
시험

항목
주파수[Hz]

측정치[A]

정상상태 비정상상태

1

정지

 최대견인력역행(35 km/h)

 최대 회생 제동  정지

0.8

A

A
1699Hz

(1682,1716Hz)
0.0077 0.0053 적합

B
2296Hz

(2279,2313Hz)
0.0087 0.0083 적합

C
1996Hz

(1979,2013Hz)
0.3696 0.4107 적합

D
2593Hz

(2576,2610Hz)
0.0402 0.0431 적합

2

정지

 최고속도역행(110km/h)

 최대 회생 제동  정지

A
1699Hz

(1682,1716Hz)
0.0051 0.0059 적합

B
2296Hz

(2279,2313Hz)
0.0052 0.0091 적합

C
1996Hz

(1979,2013Hz)
0.3711 0.4778 적합

D
2593Hz

(2576,2610Hz)
0.0371 0.0385 적합

도표 4. 전도성간섭시험결과(TI21기준)

2.2.2 유도성간섭시험
유도성간섭시험은 전동차 견인 및 제동시 발생하는 고조파전류로 인하여 철도 인근의 통신선로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최대견인력 역행, 최대회생제동, 최고속도 역행 등의 조건으로 시
험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1개의 Power terminal에서 측정한 것으로 측정된 값에서  IEC62236-3-1 
규격에 따라 Power terminal 수(n=2)를 곱하여 차량의 총 등가바앻전류를 계산한 것이다.  정상모드는 
물론 추진제어장치 1개 고장시를 고려한 비정상모드에서도 기준치 이내로 적합함을 보인다.  아래 표와 
그림은 측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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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모드 시험 기준
시험결과[A]

판정 비고
정상모드 비정상모드

1

정지

최대견인력 역행 (35 km/h)

최대회생제동

정지

등 가 방 해

전류

10A(20초

평균)

7.17 3.52

적합
비정상모 드는 

추진제어 장치 

1개 이상이 비

동작 상태임

7.11 3.49

7.08 3.47

2

정지

최고속도 역행 (110km/h) 

최대회생제동

정지

7.23 3.53

적합6.99 3.55

7.16 4.14

도표 5. 유도성시험 결과

그림 2. 유도성 간섭시험 측정 결과(정상상태(좌) 및 비정상상태(우))

2.2.3 복사성 간섭시험
복사성간섭시험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인하여 주변의 전자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한 것으로 정차상태, 저속운행조건 및 최고속도 운행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측정결과 모든 조건에
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은 정차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다.  배경잡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영역은 검토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그림 3. 정차상태 측정결과(좌측 자계, 우측 전계 수평극성)

검토결과 911.5MHz 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아래 그림과 같이 차량신호장치인  
ATP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로 판정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적색선은 배경잡음이며, 청색선은 측정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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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TP 전원  ON/OFF에 따른 측정값 비교

2.2.4 인체유해성 시험
인체유해성시험은 차량내에 설치된 전력기기로부터 발생하는 극저주파의 전자계가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에서 고시한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을 적용하였다. 차량의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 조건에서 승객들이 위치한 실내 및 차량 외부에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다
음 표 및 그림과 같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위치
차량속도 차량조건 제한치

실내 시험결과 [mT] 차량외부 시험결과 [mT]

30cm 90cm 150cm 50cm 150cm 250cm

TM

35kph
정상상태

40mT

0.1133 0.1289 0.1479

0.1177 0.1078 0.1671
110kph 0.1073 0.1248 0.1599

35kph
CI1대off

0.1437 0.1511 0.1125

110kph 0.1427 0.154 0.1407

MTr

35kph
정상상태

40mT

0.1761 0.1798 0.134

0.2727 0.3420 0.3129
110kph 0.1882 0.1922 0.1262

35kph
CI1대off

0.121 0.1317 0.1295

110kph 0.1583 0.1498 0.1251

C/I

35kph
정상상태

40mT

0.106 0.175 0.1658

0.3241 0.3151 0.2886
110kph 0.1675 0.1924 0.1768

35kph
CI1대off

0.1148 0.1788 0.1432

110kph 0.1343 0.1461 0.1605

SIV

35kph
정상상태

40mT

0.1394 0.1472 0.1225

0.1827 0.1549 0.1435
110kph 0.1385 0.1507 0.146

35kph
CI1대off

0.1504 0.1526 0.1815

110kph 0.1519 0.1624 0.1993

도표 6. DC자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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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C자계 측정결과(추진장치)

3. 결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차세대전동차의 전자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도장애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을 대불시험선에 수행하였다.  인체유해성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60Hz 극저주파 전자계, 철
도신호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9㎑~25㎑대역의 유도성잡음, 철도선로 인근의 전자장비에 영향을 줄수 있
는 9㎑~1㎓ 대역의 방사성 잡음에 대하여 전자기파 기준, 인체유해성 기준 및 신호장치 사양이 적용된 
차세대전동차 유도장애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유도장애시험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차세대전동차가 실용화되어 
국내 어느 노선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전자기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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