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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d EMU completed a production of test train, composed of 6 cars, after 5 years of development 
process, and it is currently under the process of integrated test and evaluation to inspect performance of car 
system, efficiency of transport, safety, punctuality, energy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urban railways act at 
Daebul test line

Advanced EMU was produced under consideration of transportation capacity, maintainability, reliability, 
energy saving, convenience of passengers, and traffic-vulnerables, so it has an epochal difference from former 
EMU system. And advanced EMU assures operation management from manager’s perspective and efficiency of 
maintenance for practicalization of car and individual equipment. This paper introduces each major equipment 
of advanced EMU which is based on many years of experience of management and maintenance.

1. 서 론

차세대전동차(Advanced EMU)는 5년간의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6량 1편성으로 구성된 시제차 제작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남 무안군의 대불시험선에서 도시철도법에 의거한 차량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수송

효율성, 안전성, 정시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종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전동차는 수송능력, 유지보수성, 신뢰성, 에너지 절감, 이용승객의 편의성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여 설계․제작됨으로써 기존 차량시스템과는 획기적인 차별성을 가지며, 개발차 또는

개별 장치의 실용화를 위해서 운영자 관점에서 요구되는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신기술 및 다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현재 대불시험선

에서 시험 중인 차세대전동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차세대전동차 개발과정 및 특징

국내에서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5여년이 지난 현재, 전동차 제작기술은 연강 차체-저항제어-볼스터

대차로 구성된 1세대 전동차를 시작으로 연강 차체-쵸퍼(Chopper)/GTO제어-볼스터(Bolster) 대차로 구성

된 2세대 전동차, 스테인리스 차체-IGBT제어-볼스터레스(Bolsterless) 대차로 구성된 3세대 전동차, 알루

미늄 차체-IGBT제어-볼스터레스 대차로 구성된 3.5세대 전동차로 발전되어 왔다. 90년대까지 저항차량,

쵸퍼차량, VVVF제어 차량의 핵심기술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현재 국내 기술로 제작된 차량 핵심부품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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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공급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차량시스템은 여전히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

기술의 독창성이 없고 시스템적으로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송력 증대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로 승객의 안전 및 편의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였으며, 도시철도 전체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보

다는 부분적인 서브시스템의 변경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치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시철도 기술의 한계성을 탈피하고 승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철도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저비용․무보수 기간의 확대로 유지보수성의 향상을 기하여 운영과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시스템과의 호환을 양호하게 하여 차량운용의 내실을 기하는 새로운 형

식의 전동차 개발이 요구되었다.

차세대전동차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차량시스템의 변경을 통하여 비용절감, 수송의 효율성 및 안전성,

유지보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으며,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편리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차량시스템으로 개발 초기단계부터 운영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신기술과 유지보수 know-how를 접목

시켜 전동차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운영관리에 효율적인 유지관리 편리성과 보수비용 절감, 고장방지,

이용승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1. 차세대전동차 시제차 외형

3. 업그레이드 된 차세대전동차의 주요 핵심장치

차세대전동차는 부품의 간소화․모듈(module)화, DDM(Direct Drive Motor), 조향대차 등의 신기술 적용

등 기존 차량시스템의 변경을 통하여 차량운영유지비, 에너지 절감, 유지보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

으며, 차량소음 저감, IT기술을 접목한 승객안내시스템, 승객안전을 위한 슬라이딩 발판 등을 통한 편리

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숙제인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과 날로 높아지는

이용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3.1 운전실

차세대전동차의 운전실은 개방형 운전실을 적용함으로써 승객의 조망성을 향상시켰으며, 각종 기기를

모듈화하여 유지보수성을 향상시켰다.

운전실 구조는 운전에 필요한 주간제어기, 조작스위치, 계기 및 종합제어관리장치(TCMS: Train Control 
& Monitoring System)등이 구비된 운전대가 좌측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중앙에 비상문 및 비상

사다리와 기관사의 운전시야 확보를 위한 전면창은 3장의 유리창으로 설치되어 있다.

운전대에 설치된 조작스위치는 기관사의 운전상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기관사의 움직임 및 착각에

의한 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되었다.

1365



그림2. 차세대전동차 운전실 및 운전대

3.2 의장설비

3.2.1 객실 디자인

차세대전동차의 객실 디자인은 이용승객의 다양한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시형(MC-car), 교외형
(Tp-car), 첨단형(M․T-car)의 3가지 타입을 각 2량씩 적용하였다. 각 타입은 객실 특성에 맞는 단품의 공

간배치 및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객실공간과 그를 구성하는 단품이 갖는 기능성이 각 타입에 포

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단형의 경우 입석승객의 편의성을 위하여 외부 조망이 우수하도

록 중앙배치 하였으며, 객실의자는 승차인원에 따라 공간 가변성을 가지도록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였다.

그림 3. 객실 디자인(A)도시형, (B)교외형, (C)첨단형

3.2.2 출입문 및 슬라이딩 발판(Sliding Step)
출입문은 플러그인 도어(Plug-In Door) 형식으로 기존 전동차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켓 슬라이딩(Pocket 

Sliding) 방식과 달리 출입문을 열 때 링크장치에 의해 출입문을 차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차

체와 완전한 밀폐구조를 유지하여 방음․방풍․방습 및 보온의 효과가 좋으며, 도어시스템을 모듈화하

여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동인구가 적은 도심 외곽이나 승객의 적은 시간대 운행의 경

우 내외․부의 승객이 출입문을 직접 개폐할 수 있도록 도어 판넬(Door Panel)에 개별 열림 스위치를 설

치하였다.

슬라이딩 발판은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어 승강장과 차량간의 간격이 넓은 곳에서 승객의 추락을 미연

에 방지하며, 출입문과 연동되어 슬라이딩 작동을 한다. 스텝 플레이트(Step Plate)는 승강장 보다 낮은

위치에서 작동하게 되는 데 측벽에 닿으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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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출입문 및 슬라이딩 발판

3.2.3 통합승객안내시스템

객실 내부에는 각 차량 타입별 공간 분위기에 맞추어 승객들에게 실시간 생활정보 및 고객 맞춤형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승객안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LCD승객안내표시기에는 역사 정보, 정거장

도착시간 등 운행노선의 정보 및 스케줄에 따른 지상파․위성 DMB 실시간 방송, 승객들이 무선인터넷

에 접속할 수 있는 열차 내 무선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승객정보단말기를 통하여 항공기, 열

차, 고속버스 승차권 예약 실시간 서비스, 열차운행정보, 인터넷 등 승객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통합승객안내시스템은 표시기장치/방송장치/CCTV장치가 통합으로 설치됨에 따라 운전데스크

의 공간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장치를 일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림 5. 통합승객안내시스템

3.2.4 확장형 갱웨이 및 PLC 배전반

객실의 넓은 공간감 및 쾌적성을 위하여 차량 양끝단의 End Door를 제거하고 차량과 차량사이를 승객

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장형 갱웨이(Wide Gangway)를 설치하였다. 갱웨이의 실내측 폭은 기존

전동차의 1,200mm에서 1,700mm로 확장되었으며, Double Bellows를 적용하여 우수한 방수, 방풍, 차음성

(투과손실 40dB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실내 쾌적성을 확대하였다.

배전반은 각 차량의 여러 장치에 제어전원을 공급해 주고 또 이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차세

대전동차에서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배전반을 채용하였다. PLC 배전반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일반 배전반 대비 30% 가량의 사용공간 축소로 확장형 갱웨이의 설치를 가능케 하였고, 입출력 제

어장치를 모듈화함으로써 계전기, 접촉기, 차량배선, 단자 및 연결기 및 배선의 정비항목을 감소시켰다.

1367



그림 6. 확장형 갱웨이(좌)와 PLC 배전반(우)

3.2.5 공기조화장치(HAVC :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전동차의 HVAC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장치와 실내를 쾌적한 온도로 유지하는 냉․난방장치,

온도조절기 등의 부속장치, 각 객실에 냉방, 난방 등을 보내는 덕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차량의 제

한된 공간에 적절히 배치되어 사용하게 된다.

기존 전동차 HVAC는 차체상부에 설치된 에어콘을 통한 냉방과 객실 좌석 아래에 설치된 히터로 난

방을 하지만, 차세대전동차의 경우 에어콘과 히터가 일체형으로 된 HVAC를 사용한다.

HVAC Unit 높이도 300mm로 낮추었으며 에어컨과 히터를 겸용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량당 부품 수량을 40%이하로 감소시켰고, 수평 스크롤 압축기(Horizontal Scroll compressor) 개발로 저소

음, 저진동을 가능케 하여 쾌적한 객실 내 환경을 유지 할 수 있게 하였다.

3.3 구동 및 추진제어시스템

3.3.1 직접구동전동기(DDM : Direct Drive Motor)
차세대전동차의 전동기는 감속기어를 없애고 모터와 차축을 직결하는 직접구동전동기를 사용하였다.

유지보수와 동력전달 손실의 발생원이 되고 있는 기어박스를 제거하고 전동기 회전수는 기존전동차 대

비 약 7분의 1로 감속시켜 베어링 부담과 모터의 회전소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향상이 가능하다. 종래

의 유도전동기는 기동토크를 확보하기 위해 외형이 대형화되고 차축에 편입하는 것이 곤란하나 직접구

동전동기의 경우 소형이며 보다 큰 토크(Toque)를 얻을 수 있는 영구자석방식의 전동기를 적용함으로써

전동기의 발열이 적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전폐방식의 구조가 가능하므로 9년 이상의 
Maintenance Free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7. 직접구동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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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1C1M제어
전동기 고장 시 안정성 및 제어 효율과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차세대전동차의 추진제어방식은

1C1M(1Control 1Motor)식 분산형 제어방식을 채택하였다. 1C1M은 1대의 전동기에 1대의 인버터가 구동

하는 개별제어방식으로 고정밀도의 토크제어가 가능하며 인버터 고장 시에도 고장 인버터만 Off하고 운

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차량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전동기 축에서 발생하는 공전이 다

른 전동기 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우수한 재 점착제어가 가능하다.

3.3.3 완전전기제동

현재의 전동차는 제동 시 전기제동→전기․공기 블렌딩 제동→공기제동 순으로 차량을 정지시킨다.

이때 공기제동을 사용하면서 제동장치에 연결된 제륜자에서 발생되는 기계적 소음과 진동으로 승객들에

게 불쾌감을 준다. 차세대전동차에서는 0 km/h까지 완전전기제동을 적용함으로써 제동 시의 소음․진동

및 제륜자 교체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회생되는 전기에너지가 증가하므로 전동

차 역행에 대한 회생 시의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4.4 조향대차

국내 도시철도 운행구간에는 급커브가 많아 차륜과 레일의 마찰에 의해 스퀼(squeal)소음이 심하고 차

륜과 레일의 유지보수에도 고비용이 요구된다. 차세대전동차에 적용된 조향대차는 Steering 장치에 의해

곡선 구간에서 윤축을 거동시킴으로써 곡선 추종성을 향상시키며, 휠셋(Wheel Set)이 받는 횡압을 감소

시켜 소음과 마모를 최소화시킨다.

조향대차의 Steering link는 하나의 대차 차축 사이의 Radial steering angle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이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작은 곡선 통과 시 좋은 Steering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Steering 기능은 전후 차축의 축상과 연결된 link에 의해 구현되며, 2개의 Damper에 의해 Steering angle의
움직임 속도가 제한된다.

그림 8. 조향대차

4.5 집전장치

집전장치로 싱글암 판토그라프(Single Arm Pantograph)가 사용되며, Tp-car에 설치되어 있다. 집전의

안정화로 편성당 판토그라프 수량을 감소시켰으며, 기존 전동차에 사용되는 크로스암(Cross Arm) 판토

그라프에 비해 장치의 간소화로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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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싱글암 판토그라프

표 1. 기존 전동차 대비 차세대전동차 주요 특징

항 목 기존 전동차 차세대 전동차 특 징

전동차 편성단위
Tc1-M1-M2-T1-M2-T2-T1'-M1-M2-Tc2
(10량 1편성, 서울메트로 기준)

Mc-Tp-M-T-Tp-Mc
(6량 1편성) -

추진제어시스템 집중식 제어시스템(1C4M) 분산식 제어시스템(1C1M)
고장 시 motor 단위 cut-off,
기동 시 토크맥동 최소화 등

신뢰성 향상

구동시스템 유도전동기+기어커플링 직접구동전동기(DDM)
유지보수성(9년 무유지보수) 및
고효율․경량화로 에너지 절감,

회전수 감소로 소음 저감

대 차 볼스타레스 대차 DDM용 조향대차
곡선추종성․승차감 향상,
궤도․차륜마모․스킬소음 저감

신호방식 ATS/ATC/ATO CBTC 운전시격 단축으로 수송능력 향상

제동방식
M-car : 전기+공기제동

T-car ; 공기제동
M-car : 완전전기제동

T-car : 공기제동
브레이크슈 마모 및 이명 저감,

회생에너지 활용 증대, 승차감 향상

집전장치 더블 판토그라프 싱글암 판토그라프
장치의 간소화로 유지보수성 향상,

편성당 판토그라프 수량 저감

인통문(Gangway) 일반 Gangway 확장형 Gangway 소음저감 및 통로막 실내측 폭 간격

확대(1,700mm)로 쾌적성 향상

슬라이딩 발판

(Sliding Step)
미적용 슬라이딩 발판 승객 실족 방지 및 안전성 향상

공기조화장치 일반 냉방용 냉․난방 혼합형
승객 쾌적성, 부품의 집중화 및

수량저감으로 유지보수성 향상

승객안내시스템 생활정보 및 행선표시
DMB,무선랜,승객정보단말기 등
고객맞춤형 정보 제공

고객 편의성 향상 및

통합제어를 통한 운영의 편리성

기타 편의시설 휠체어 고정장치, 자전거 거치대 다양한 의자배치 및

맹인안내점자바닥재 적용
승객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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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기술과 다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대불시험선에서 신뢰

성 확보를 위한 성능시험 및 종합평가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차세대전동차의 주요 핵심장치별(운전실, 객

실 의장설비, 구동 및 추진제어시스템, 조향대차, 집전장치)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기존 전동차와 차별화된 개념에서 설계․제작된 차세대전동차는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철도 운영 및

쾌적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발차 또는 개별 장치의 상용화 및 운영기관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서는 시운전 시험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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