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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i-modal tram has been developing to consist of articulated-two cars propelled by CNG 

hybrid (series type) in Korea since 2003. All wheels are driven by electrical motors 

independently, which can eliminate differential gears to reduce turning radius and make low 

floor to provide the old and the handicapped with easy access. In the bi-modal tram, therefore, 

reduction gear unit is key technology to make low floor and drive wheels independently. This 

study was aimed at performance evaluations of the reduction gear unit for the bi-modal tram. 

Oil leakage, oil temperature, vibration, acoustic noise in idle operations were measured for the 

reduction gear unit of the bimodal t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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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트램(Tram)은 기존 도로에 주행궤도가 설치되므로 인프라의 단순화가 가능하여 건설비를 획

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우수하여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경량전철의 일종이다. 또한 트램은 크게 철제차륜 트램과, 고무타이어를 주행륜으로 사용하면

서 전용궤도와 일반도로를 모두 주행할 수 있는 고무차륜 트램(바이모달 트램)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철도의 정시성과 친환경성, 버스의 유연성을 결합한 CNG 하이브리

드 구동형 바이모달 트램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바이모달 트램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차량으로 설계되었고, 차체의 저상화와 곡선부에서의 노선 추

종성능의 향상을 위해 모든 구동륜은 각각의 휠모터에 의해 독립적으로 구동되도록 개발되고 

있다 [1]. 바이모달 트램용 독립구동장치의 감속기어장치는 2단의 헬리컬 기어로서 2량 1편

성에 필요한 속도와 토크증대에 알맞도록 설계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작된 바이모달 

트램용 감속기어장치(1차 시작품)를 무부하 조건으로 구동하면서 윤활유의 누유여부와 온도, 

진동 및 소음 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시험결과는 감속기어장치의 개선설계를 통해 2차 시

작품의 설계제작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감속기어장치의 설계 및 제작

2.1 바이모달 트램의 개발 목표사양

바이모달 트램은 일반도로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차량이 자동차(굴절차량) 관련 규정을 따라

야 하고, 전용궤도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또는 바이모달 고유의 규정을 따라 설계, 

제작, 시험, 인증되어야 한다. 그림 1은 2량 1편성으로 구성된 바이모달 트램 차량을 보여주

며, 표 1은 감속기어장치와 관련된 차량의 개발목표사양을 보여준다 [2].

 

그림1. 바이모달 트램의 형상

표 1. 바이모달 트램의 주요치수

주요항목 개발목표사양 비    고 

 차량길이 18,000 [㎜]

 차량 비 2,490 [㎜]

 차량높이 (주행궤도 기 ) 3,240 [㎜]

 실내바닥높이 (주행궤도 기 ) 340 [㎜]

 공차 량 17,600 [kg]

 만차 량 25,075 [kg]

 성능계산 량 21,340 [kg]  승객정원 50% 승차

 등 구배 12 [%]

 차량 최고속도 80 [km/h]

 가속도 1.2 [  ]

 감속도 1.2 [  ]

 기어비 14.42:1

 휠 직경 1.042 [m]



2.2 감속기어장치의 개발사양

그림 1과 같은 바이모달 트램 차량에서 2축, 3축이 동력축이며, 그림 2와 같이 견인전동기와 

주행륜 사이에 감속기어장치가 설치되어 추진동력을 전달한다. 그림 2는 바이모달 트램에서 

요구되는 추진력 특성곡선을 보여준다. 그림 3은 이를 기준으로 설계 및 제작된 감속기어장

치를 보여주며, 표 2는 설계된 감속기어장치 1차 시작품의 주요사양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2. 바이모달 트램의 추진동력 전달계

  

그림 3. 설계  제작된 감속기어장치 1차 시작품

표 2. 감속기어장치 1차 시작품의 주요치수

항 목
GEAR SET 1(1단) GEAR SET 2 (2단)

INPUT INTER.1 INTER.2 OUTPUT

잇 수 31 119 33 124

모 듈 2 3

압력각(°) 20 20

헬리컬각(°) 30 15

3. 감속기어장치의 무부하 시험

3.1 무부하 시험

그림 3과 같이 설계제작된 바이모달 트램용 감속기어장치 1차 시작품을 그림 4와 같이 무부



하 시험기에 설치한 후, 무부하 조건으로 구동하면서 윤활유 누유 및 온도변화, 저항토크 

(drag torque, 진동 및 소음을 측정하였다. 수행된 무부하 시험은 실험실에서 별도의 냉각장

치 없이 24℃ 실온조건에서 차량의 주행속도 범위 (669~5351rpm) 내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4. 감속기어장치 1차 시작품의 무부하시험

3.2 결과 및 토의

1차 시작품의 1축 및 3축에 설치된 테이퍼 롤러 베어링에는 구동시 베어링 아래쪽에 적정한 

윤활유량이 유지되고, 고속 회전 시에도 감속기 케이스 내부 오일 공급 홀을 통해 윤활유 공

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2축의 원통롤러 베어링 부위에서는 감속기 내부 구조상 베

어링과 인접한 부분에서 기어가 맞물려 회전하므로 윤활유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감속기의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윤활유는 더욱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3,000rpm 이상에서 

윤활유의 온도상승과 함께 감속기 내부압력이 증가하여 에어브리더에서 누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5에서와 같은 에어 브리더의 압력 배출 파이프라인을 변

경하였고, 더 이상의 누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5. 감속기어장치 1차 시작품의 내부구조

그림 6은 1차 시작품의 회전속도에 대한 윤활유의 온도, 발생된 저항토크(drag torque) 결과

를 보여준다. 윤활유의 온도는 3,300rpm에서는 106℃에 수렴하였으나, 4,000rpm 이상에서



는 117℃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윤활유의 온도에 대해서는 부하시험과 본선 시

운전 등에서 윤활유 온도상승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저항토크(drag torque)는 최대 3~5Nm로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6. 감속기어장치 1차 시작품의 윤활성능  항토크

1차 시작품에 대한 진동측정 결과는 최대 약 1.3g였고, 소음측정 결과는 최대 84.8dB(A)였

다. 소음측정은 감속기 둘레 및 상부의 1m 거리의 4곳에서 측정하였고, 암소음 (구동 모터와 

관련 장비 소음)까지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1차 시작품의 진동과 소음측정 결과는 적절한 것

으로 판단되지만, 부하조건과 본선 시운전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은 3344 rpm에서의 소음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 감속기어장치 1차 시작품의 소음측정 결과(3,344rpm)



4. 결론

제작된 바이모달 트램용 감속기어장치(1차 시작품)를 무부하 조건으로 구동하면서 윤활유의 

누유여부와 온도, 진동 및 소음, 저항토크 등을 측정하였다. 1차 시작품 에어브리더 압력 배

출 파이프라인을 보완하여, 초기에 발생했던 누유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4,000rpm 이상

에서의 윤활유 온도는 계속 상승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부하시험과 본선 시운전에서의 시험평

가가 요구되었다. 또한 저항토크(drag torque), 진동, 소음은 무부하 상태에서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무부하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나, 감속기의 실

제 운전조건인 부하조건 및 본선 시운전 조건에서 바이모달 트램의 다양한 운영조건에 따라 

시험평가가 이뤄져야만 개발된 감속기의 성능 및 내구가 명확히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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