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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rolling stocks, low floor tram is recognized as the important alternative to improve  traff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tram transportation system. It has, especially, low 
construction costs and easy accessibility. Trams operate with vehicles on roadways. The bogie configuration 
including traction motor of tramcar is different from that of conventional electric trains because tram has 
lower floor than train. In these reasons, the traction motors of tramcar are exposed to dusts, water and so on. 
Therefore, motors are designed by totally enclosed type.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design and test of 
totally enclosed traction motor for tramcar. Characteristic tests and temperature-rising test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predict the performance of motor and the maximum temperature of coil.

1. 서  론

  환경 문제와 더불어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차량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

서도 건설비와 접근성 등에서 기존의 지하철과 전철보다 유리한 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이

다. 특히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운행 가능하면서 건설비도 상대적으로 적은 트램은 향후 교통 

문체를 해결해 줄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트램은 보통 차상을 낮춰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저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차량 하부에 취부되는 대차 및 구동용 견인전동기 구조가 

일반 전동차와 달리 지면과 매우 가깝게 위치한다. 또한 도로에서 자동차 등과 함께 운행되고 차체가 

낮은 저상트램의 특성상 외부로부터 견인전동기에 이물질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일반 전동차와 

같은 개방형 전동기를 장착할 경우 이물질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전동기 내부의 오염이 빈번해져 정비 

소요가 많아지고, 절연파괴, 냉각 성능 저하 등 견인전동기의 구동 성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전폐형 방식으로 견인전동기를 설

계하였다. 전폐형 전동기는 개방형에 비해 내부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고정자 권선의 온도 상

승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또한 냉각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통풍 구조를 가져야 하며, 

전동기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 차단을 위해 외부와 내부의 공기 순환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냉각 

구조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폐형 견인 유도전동기 제작 및 성능 시험에 대해 설명한다. 성능 

시험은 온도 상승 시험과 주요 속도 지점 별 특성 시험으로 진행하였다. 온도 상승 시험을 통해 온도에 

따른 고정자 권선의 저항 변화를 계산하는 저항법으로 최종 온도를 예측하였으며, 특성 시험으로부터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설계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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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차 및 견인전동기의 특징

  현재 개발중인 저상트램은 5모듈 1편성으로, 그림 1(a)는 개발 모델과 유사한 지멘스(SIMENS) 사의 

저상트램 모델인 Combino의 모습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저상트램은 차상이 지면으로부터 35 cm 정도로 

매우 낮다. 따라서 차량 하부에 장착되는 대차의 구조 또한 일반 전동차와 다른 구조인데, 그림 1(b)와 

같이 축이 없고, 차륜 바깥쪽에 감속기와 전동기가 연결되는 형태로 설계된다. 즉, 4개의 전동기가 4개

의 차륜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시키는 각륜 구동방식을 채택하였다.

   

  (a) 지멘스 사의 Combino 모델 (호주 멜버른)              (b) 개발중인 트램 적용 대차의 구조

그림 1. 저상트램과 저상형 대차

  이와 같은 대차의 구조상, 견인전동기는 앞뒤 차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장착이 되며, 그 공간 또한 

매우 협소하다. 게다가 노면과 매우 가깝게 접한 형태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전동기 취부 공간과 외부 

이물질 유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전동기를 설계해야 한다.

3. 견인전동기 설계

3.1. 용량 산정 및 상세 설계

  견인전동기는 저상트램 차량의 공차 중량 37.5톤, 만차 중량 49.5톤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차량의 

가속도는 25 km/h의 속도 지점까지 3.5 km/h/s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 때 필요한 견인력은 약 54.4 

kN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저상트램 5모듈 중 3모듈에 대차가 장착되고, 구동 대차는 2모듈이므로 편성당 

8대의 전동기가 차량을 견인하게 된다. 즉, 견인전동기는 대당 약 6.8 kN 이상의 견인력을 가지며, 주

행 조건을 고려한 전동기의 용량은 연속정격으로 45 ~ 50 kW가 되도록 설계를 진행하였다. 

  전동기 장착 가용 공간은 축 방향이 500 mm, 반경 방향이 400 mm인 직육면체의 공간이다. 밀폐 및 냉

각 구조, 조립을 위한 취부 장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전동기의 고정자 외경은 360 mm, 엔드와인딩과 

냉각팬 등을 고려한 적층길이는 150 mm이다 [1]. 슬롯 수 및 슬롯 조합은 현재 운행중인 전동차를 기준

으로 검토하였다. 직류 1500 V의 가선 전압을 사용하는 도심 지하철용 전동차에는 주로 고정자 48슬롯

의 견인전동기가 적용되고,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교류 25 kV와 직류 1500 V 겸용 전동차에는 주로 36

슬롯을 가지는 고정자의 견인전동기가 적용된다. 저상트램의 경우는 직류 750 V의 가선 하에서 운행되

나, 전동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48슬롯의 고정자를 적용할 경우 슬롯의 단면적이 작아져 전류밀도와 

자속밀도가 커진다. 따라서 고정자 슬롯 수는 36개로 결정하였고, 회전자 슬롯 수 역시 전동차용 전동

기와 동일하게 46슬롯을 채택하였다. 이는 물론, 슬롯 고조파를 줄일 수 있는 슬롯 조합에 해당된다 

[2].

  고정자 권선의 전류밀도는 연속정격 기준으로, 개방형 전동기보다 작은 6 A/㎟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

였고, 회전자는 철심의 외경에 비해 슬롯 깊이의 비율을 더 높게 하는 심구형 회전자로, 기동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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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심구형 회전자는 속도에 따라 회전자 도체의 유효 저항이 변동되기 때

문에 기동 토크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정상 운전시에도 우수한 속도-토크 특성을 가진다 [3]. 이상으로

부터 설계한 전동기의 상세 내역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견인전동기 상세 설계 내역

상수 / 극수 3상 4극 고정자 외경 360 mm 공 극 1.2 mm

고정자 슬롯 수 36 적층 길이 150 mm 턴 수 7

회전자 슬롯 수 46 회전자 외경 220.6 mm 권선 피치 7

3.2. 냉각 구조

  전폐형 전동기는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가 있는 내부 공기 순환 경로가 외부 공기 순환 경로와 분리되

어 있기 때문에 전동기의 온도가 개방형 전동기에 비해 높게 올라간다. 따라서 원활한 냉각을 위해 권

선 전류밀도뿐만 아니라 철심의 통풍홀, 냉각팬, 전동기 외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 통풍 경로

내부 통풍 경로

고정자 철심

공기통로 덮개

그림 2. 고정자 단면도

  통풍홀이 많을수록 냉각 성능이 향상되나, 자속의 경로와 자속밀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회전자에는 직경 15 mm의 통풍홀 12개, 고정자에는 직경 10 mm의 통풍홀 36개를 

배치하였다. 특히 고정자는 그림 2와 같이, 전동기의 외형을 이루면서도 외부 공기 순환 통로가 확보되

도록 날개를 가지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날개 부분에도 통풍홀을 배치하여 냉각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냉각팬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공기 순환 경로 상에도 설치하여 전동기 외부를 보다 원활히 

식혀주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설계한 전동기의 냉각 구조를 나타낸다.

냉각팬 (외부)

냉각팬 (외부)

냉각팬 (내부)

회전자

고정자

그림 3. 전폐형 전동기의 냉각 공기 순환 구조

1644



4. 제작 및 시험

4.1. 제 작

  견인전동기는 그림 4와 같이 제작되었다. 고정자 권선의 온도 추이를 보기 위해 제작시 권선의 양단

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였다, 또한, 냉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공기 통풍 경로의 전후 출입구에도 

온도 센서를 장착한 후 전동기를 조립하였다. 제작된 전동기는 트램 차량을 구동시키기 위한 소형 견인

전동기이므로, 기존의 전동차용 견인전동기 시험 설비를 이용하여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

대를 설계하였다. 시험대는 저상트램에서 감속기를 부착하기 위한 구동측 전면의 조립부에 장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4. 제작된 전폐형 견인전동기 모습

4.2. 온도 상승 시험

  본 논문에 소개하는 견인전동기는 노선정보와 구간별 주행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저상트램을 구동시

키기 위해 설계 및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온도 상승 시험을 통해 철도 차량용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

발된 전폐형 견인전동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더불어 전동기의 연속정격 용량을 결정하였다. 시험은 전

동기 권선의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추이를 보일 때까지 진행하며, 저항법으

로 온도 상승을 예측한다. 저항법은 전동기에 인가된 전원을 차단하고 측정한 고정자 권선의 온도에 따

른 저항 변화를 통해 온도 상승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여기서, 과 는 각각 시험 전과 후의 고정자 권선의 저항이고, 과 는 시험 전과 후의 외기 온도

이다. 는 온도계수로, 여기서는 구리 권선의 값인 234.5를 대입하였다.

  연속정격의 출력 기준을 48 kW로 두고 온도 상승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외기 온도 및 저항값은 표 2

와 같다. 이로부터 계산한 권선의 온도 상승치는 약 144.1 K이다. 견인전동기의 절연등급은 Class 200

으로, 국제표준 IEC 60349-2에서 규정하는 온도 상승 범위인 200 K 기준에 부합하였다. 

표 2. 온도 상승 시험 결과

외기온도

(℃)

초기 () 28.9 권선저항

(Ω)

초기 () 0.2127

최종 () 29.6 최종 () 0.3296

온도 상승치 계산 결과 144.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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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능 특성 시험  

  저상트램의 주행 기준은 25 km/h의 속도 지점에서 가감속도 3.5 km/h/s를 만족하며, 최고속도는 60 

km/h 이상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정격 기준 효율은 90 %, 역률은 0.8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인버터 제

어를 고려한 주요 속도 지점의 특성 시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험 결과로부터 토크 및 효율, 역률은 

모두 설계시 목표했던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정격에서의 성능은 효율 91.56 %, 역률 0.8825이며, 슬립

은 1.75 %이다.

표 3. 성능 특성 시험 결과 

구 분

입력 조건 토크기준 (Nm) 효 율 (%) 역 률

전압
(V)

전류
(A)

주파수
(Hz)

계산값 시험결과 계산값 시험결과 계산값 시험결과

정토크 종단
(25 km/h)

458 77.8 51.5 294.9 306.8 89.99 90.31 0.8714 0.8655

V/F 제어점
(30 km/h)

550 65.2 61.0 245.8 254.9 91.99 91.62 0.8474 0.8396

정격속도
(40 km/h)

550 63.4 81.3 183.7 194.1 91.96 91.56 0.8723 0.8825

정출력 종단
(45 km/h)

550 63.2 91.5 163.9 172.5 91.81 91.33 0.8758 0.8880

최고속도
(60 km/h)

550 47.6 121.3 92.2 96.1 91.65 90.24 0.8738 0.8915

5. 결  론  

  저상트램에 적용되는 견인전동기를 전폐형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철도차량용으로 처음 개발

되는 전폐형 견인 유도전동기이다. 설계시, 전폐형 전동기의 특성상 전동기 내부의 온도 상승을 고려하

여 전류 밀도 기준을 개방형 전동기보다 낮은 6 A/㎟ 이하로 두었으며, 정격에서의 전류 밀도 설계값은 

5.35 A/㎟이다. 전동기 내부의 원활한 냉각을 위해 2중 냉각팬을 사용하였으며, 고정자 철심을 날개를 

갖는 형태로 설계하고 통풍홀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냉각 성능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전동기를 

개발하였다. 

  제작된 전폐형 견인전동기는 온도 상승 시험을 통해, 절연등급 Class 200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으

며, 효율 및 역률 등 전동기의 성능 역시 설계 및 해석시 고려한 기준에 부합하였다. 특히, 그동안 제

작해왔던 전동차용 개방형 견인전동기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을수록 효율과 역률 등의 성능이 나빠

지는 견인용 유도전동기의 특성상 충분히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저상트램을 비롯한 

철도차량용 전폐형 전동기를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개발할 때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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