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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of high speed railway(KTX) in Korea after the Korean high speed train through the 
KTX-II of the development is being run is made. Thus the demand for the railway technology advances and 
high performance, Korean government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he next-generation high speed train 
system(HEMU-400X). In addition to the production of train system essential element of the train through an 
on-line test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Through the on-line test of the train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test items should be selected first and need to the test procedures are required. In addition, an 
Overall Measuring System(OM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trai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for the on-line test of the HEMU-400X test items was selected for detailed measurement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 comprehensive and efficient trains to test an OMS for the development are 
discussed.

1. 서론

국내에서는 국가의 전략적 사업인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최고시험속도 400km/h이상의 동력분산식

차세대고속열차(HEMU-400X)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최근에 이르러 열차의 고속화, 고성능화

추세에 따른 열차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요소들의 설계, 제작 및 열차

에 대한 성능평가시험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열차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철도시스템

시험평가 분야는 열차의 시스템 및 구성품 등의 기본성능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상황 등

을 사전에 검증하여 향후 실제 운행에 있어서의 위험요소 감소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1]

본선시운전을 통해 열차의 성능평가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는 종합계측시스템 구

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종합계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시험항목 및 계측항목의 선정과 시험절차, 계측

을 위한 종합계측시스템 구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정해져야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본선시운전 수행을 위한 시험항목 및 계측항목을 선정하였고, 열차의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종합계측시스템을 구성하였다.

2. 본론

2.1 성능평가시험 종류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되는 차세대고속열차가 본선시운전을 통해 평가되어야 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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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선시운전 기본계획을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분류하였다. 각각의 시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제열차가 본선에서 운행하기 위한 안전성능의 확보와 차량 운영을 위하여 필히 확인해야 할 성능을

확인하는 차량운용성능시험, 개발된 신기술의 성능 및 시제열차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차량시스템기술개

발검증시험, 시제열차와 고속선 및 기존선의 시설물과의 인터페이스 성능을 확인하는 시스템인터페이스

시험, 본선시운전에서 차량탑재 후 운행조건, 속도 별, 본선 시설물과의 연동 등의 조건에서 성능을 평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개발품성능확인시험, 본선시운전 시험에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 및 기능의

추가, 외부 시설물과의 인터페이스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개선 혹은 추가된 부품 및 구성품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차량개선효과시험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성능평가시험 종류

2.1.2 본선시운전 시험항목

본선시운전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국내 및 국외 철도시스템 성능시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항목을 선정하였다. 차량운용성능시험은 주행성능, 제동성능, 집전성능, 주행동특성, 차륜/궤도 작용

력, 유도장애, 소음, 차내환경 및 기밀성능, 통합차상신호, 활주방지, 승차감, 지상설비연계동작, 제어 및

감시성능 및 보호장치동작확인시험으로 총 15개의 주요항목을 도출하였다.

차량시스템 기술개발 검증시험은 열차속도 300km/h이상일 때 수행하는 시험으로써 고속성능시험과 안

전성모니터링시험으로 나뉘며 각각의 주요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고속성능시험의 주요항목으로는 제

동성능, 소음, 집전장치, 고속주행성능, 가속성능, 공력특성 및 통합차상신호시스템성능시험과 같이 분류

되고, 안전성모니터링시험의 주요항목으로는 건전성모니터링, 전자파 간섭, 성능개선확인, 추진 및 보조

전원시스템성능, 무선모니터링, 전력품질, 소비에너지 및 진동특성 시험으로 분류된다.

시스템인터페이스시험의 주요항목으로는 선로구조물, 전철전력 및 신호로 분류하였다. 표 1은 각 성능

평가시험별 주요 및 세부시험항목을 나타낸다.

2.1.3 시험항목별 계측항목

계측항목은 시험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시험항목별 계측항목은 다음과 같다.

- 차량운용성능시험

Ÿ 주행성능시험 : 차축속도, 주행거리(위치), 가속도, 견인력(차축 및 견인전동기), APS 입출력 전압

/전류, 축전지 출력 전압/전류, 주변압기 입출력 전압/전류, 가속도 변화율(Jerk) 등.

Ÿ 대차주행성능시험 : 감속구동장치 오일(Oil) 및 주변온도, 차축베어링 온도

Ÿ 제동성능시험 : 감속도, 차축속도, 제동거리 및 시간, 공주시간, 제동실린더 압력 등.

Ÿ 집전성능시험 : 펜헤드/크로스암/플런저 가속도, 펜헤드 변위, 집전판 온도, 양력 등.

Ÿ 주행동특성시험 : 대차 횡가속도, 대차 상하가속도, 차체롤링, 전후/좌우/상하 진동가속도 등.

Ÿ 차륜/궤도 작용력시험 : 윤중, 횡압, 탈선계수

Ÿ 유도장애시험 : 전차선 고조파 전압 및 전류 왜형률, 차내 전계 및 자계, 등가방해 전류 등.

Ÿ 소음시험 : 운전실내 및 객실소음, 차외소음

Ÿ 차내환경 및 기밀시험 : 차내온도, 차내습도, 실내・외 압력 변동, 운전실 기밀 등.

Ÿ 통합차상신호시험 : 열차속도 검지, 열차속도 검지, 지상연속 정보 수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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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활주방지시험 : 시험속도, 제동실린더압력

Ÿ 승차감시험 : 전후/좌우/상하 진동가속도

Ÿ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 VHF, TRS-Astro, TRS-Tetra
Ÿ 제어 및 감시성능 시험 : 베터리 방전점검, Panto 제어, 전후진 선택제어, MPS 제어 등.

Ÿ 보호장치동작확인시험

표 1 본선시운전 시험항목

구분 순
번 시험항목

차

량

운

용

성

능

시

험

1 주행성능시험

역행시험

구배기동 및 가속성능시험

휠 슬립조정시험

온도상승시험

Disabled 상태

Preset Speed 시험

2 대차주행성능시험

3 제동성능시험

상용제동 일반

상용제동(공기)

상용제동(회생)

비상제동

주차제동

4 집전성능시험

접촉력시험

이선률측정시험

상승/하강시험

양력측정시험

5 주행동특성시험
주행안전성시험

차량동적거동시험

6 차륜/궤도 작용력시험

7 유도장애시험

8 소음시험
차내소음

차외소음

9 차내환경 및 기밀시험

10 통합차상신호시험

11 활주방지시험

12 승차감시험

13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14 제어 및 감시성능시험

15 보호장치동작확인시험

시스템

인터페

이스

시험

1 선로구조물

궤도성능

교량성능

터널성능

2 전철전력
전차선

송변전

3 신호

구분 순
번 시험항목

고

속

성

능

시

험

1 제동성능시험

2 소음시험
차내소음

차외소음

3 집전장치

판토그래프 동특성시험

집전화상모니터링시험

집전 전압/전류 특성 시험

4 고속주행성능시험

주행안전성/안정성시험

승차감시험

동력전달온도시험

5 가속성능시험
추진성능시험

차축토오크시험

6 공력특성시험
주행저항시험

압력파시험

7 통합차상신호시스템성능시험

안

전

성

모

니

터

링

시

험

1 건전성모니터링

대차건전성모니터링시험

차체건전성모니터링시험

소음/진동을 이용한 모니터링

2 전자파간섭시험

전도성 간섭시험

유도성 간섭시험

복사성 간섭시험

EMF 측정시험

3 성능개선확인시험
고정밀 위치검측시험

세미액티브댐퍼시험

4
추진 및

보조전원시스템
성능시험

추진성능시험

전원성능시험

5 무선모니터링시험
차량내부 무선모니터링시험

시험데이터 무선송수신시험

6 전력품질시험
전압왜형률

품질지수시험

7 소비에너지시험

8 진동특성시험

주행노선 진동Map 구성시험

구조적 진동경로
추적모니터링

- 차량시스템 기술개발 검증시험(고속성능시험)

Ÿ 제동성능시험 ; 차축속도, 추행거리(위치), 가속도, 디스크패드 온도

Ÿ 소음시험 : 객실 및 운전실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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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집전장치시험 : 팬터그래프 가속도 및 접촉력, 집전 전압 및 전류 모니터링 등.

Ÿ 고속주행성능시험 : 차축속도, 대차 횡가속도, 차체 횡 가속도 감속장치 온도 등.

Ÿ 가속성능시험 : 전동기 성능, 속도, 차축 토오크 등.

Ÿ 공력특성시험 : 주행거리, 속도, 압력

Ÿ 통합차상신호시스템성능시험 : 고속주행신호시스템

- 차량시스템기술개발검증시험(안전성모니터링시험)

Ÿ 건전성모니터링시험 : 마스콘 PWM신호, M2 건전성모니터링(차체, 궤도/차륜) 등
Ÿ 전자파간섭시험 : EMF 측정 등

Ÿ 성능개선확인시험 : TC 성능개선확인시험, TC 대차가속도 등

Ÿ 추진 및 보조전원시스템 성능시험 : 전동기 신호, 주전력변환장치 신호, 주변압기 성능 등.

Ÿ 무선모니터링시험 : 전장품 온도, 속도 등.

Ÿ 전력품질시험 : 전압 왜형률 및 품질지수

Ÿ 소비에너지시험 : 소비에너지

Ÿ 진동특성시험 : M3 가속도(구조진동, 진동경로) 등.

- 시스템인터페이스시험

Ÿ 선로구조물 : 레일, 슬라브 변위, 응력 및 가속도 중앙부 수직가속도, 경간 중앙부 꺽임 등

Ÿ 전철전력 : 전차선 지지점 압상량, 동적변위, 전철변전소 고조파, EMI 간섭 등

Ÿ 신호 : 궤도 회로 신호교란/방해율 측정, 기밀장치 동작, ATP/ATC/ATS 자동절환 등.

2.2 종합계측시스템 구성

종합계측시스템은 열차의 성능평가시험을 위해 구성되는 여러 가지의 계측장치들을 총체적으로 표현

한 명칭이다.

종합계측시스템은 시제열차의 운영환경(속도, 진동, 온도, EMC 등)에서의 신뢰성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전기절연이 되어야 한다.

차량계측장치와 모니터링장치와의 통신은 멀티코어(Multi-cored) 형식의 광케이블을 사용한다. 멀티코어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광케이블의 코어의 단선 및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종합계측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차량계측장치, 퍁너계측장치, 모니터링장치, 통신계측장치, 영상장치,

중앙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차륜/궤도 작용력 계측장치로 구성된다. 종합계측시스템의 각 계측장치 구

성내용을 살펴보면, 차량계측장치는 각 차량마다(TC, M1, M2, M3, M4, MC) 랙(RACK)으로 구성하며 측

정된 계측신호는 차량계측장치에 저장이 되고 광케이블 및 스위칭 허브(Switching Hub)를 통해 모니터링

장치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팬터계측장치는 데이터수집장치(DAQ)와 무선송․수신기 및 전원장치로 구성

되고, 설치는 M1차량 및 M4차량 옥상부에 전기절연이 완전하게 되도록 설치한다. 모니터링장치는 그림

3과 같이 추진성능, 차량온도, 주행성능, 대차제동, 팬터, 통신계측, 차륜/궤도 작용력 계측 모니터링부로

구성하였다. 통신계측장치는 차량제어용 신호를 계측하는 장치로써 사전에 지정한 네트워크신호를

RS-485로 전송하여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영상장치는 그림 4와 같이 팬터, 휠/레일, 대차영상

부로 구분되며 각 영상부별로 팬터 2대, 휠/레일 4대, 대차 10대로 총 16대의 카메라가 소요된다.

이외에 각 장치의 전원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전원제어장치와 팬터계측장치, 모니터링장치, 통신계측장

치, 영상장치에 대해 계측 시 계측시작(Start), 저장(Save), 저장종료(Stop) 각 시점을 동일하게 제어하고

차량계측장치, 팬터계측장치, 통신계측장치에 대한 정상작동여부를 현시하는 중앙제어장치, 그리고 각

계측장치의 전원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전원제어장치가 있다. 아울러 열차의 하중 측정을 위한 차륜/궤도

작용력 계측장치는 측정용 윤축의 스트레인게이지 출력은 Data Recorder에 저장되어 모니터링 및 제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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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 종합계측시스템 구성

그림 3 모니터링장치 구성도

그림 4 영상장치 개념도

차세대고속열차의 시제차량에는 계측시험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계측실을

M2차량에 구성하였다.
[3]
종합계측실의 구성은 계측모니터링을 위한 계측용 테이블과 회의용 테이블, 각

종 기자재 및 자료 보관을 위한 수납장 등으로 구성하였다. 종합계측실의 랙은 그림 5와 같이 계측용

테이블 각각 좌/우에 설치한다. 랙1에는 PC, DVR 및 스위칭허브(Switching Hub)가 내장하도록 하고, 랙2

에는 차륜/궤도 작용력 계측장치용 텔레메트리수신기, 위치검측시스템, PC, 전원제어장치, UPS를 내장하

도록 한다.

그림 5 종합계측실 랙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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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본선시운전 수행을 위한 성능평가시험별로 구분하여 시험항목 및 계측항목을 선정하였

다. 종합계측시스템은 차량계측장치, 팬터계측장치, 모니터링장치, 통신계측장치, 영상장치, 중앙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차륜/궤도 작용력 계측장치로 총 8개의 계측장치로 구성하였고, 계측시험의 모니터링기능

을 종합계측실에 집중하고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종합계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선시운전을 통해 열차의 성능평가시험을 수행 할 예정이

다.

후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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