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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content to carry out the modal testing and to analyze the data as the target of the 

main transformer installed on KTX is mentioned. The main transformer for KTX is a structure which is 

over 10 Ton. For the possibility to occur a stress concentration phenomenon exists, the dynamic 

durability of the system is experimentally needed to understand. To do this, we obtained the vibration 

data using an accelerometer, an impact hammer, a measuring instrument and gained the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the main transformer based on the acquisition data. In this content, when the 

theoretical model for structural analysis should be established, we think it will be used for the property 

verification of analytical model. Also, we expect that the measured and analysed data will offer basic 

research material to maintain the system and diagnose the condition by monitoring the natural frequency 

of the main transformer for KTX periodically.

1. 서  론

2004년 4월 고속철도의 개통은 기존의 도로 이동수단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국을 반나  생활권으

로 연결시켜 사회․경제 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안 하고 편리하며 친환경  시스

템이라는 장 을 가지고 있는 고속열차는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차세 를 표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국의 주요 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하여 90분 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최근 확정되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으로 인

하여 교통체계가 철도 심 교통․물류체계로 환되어 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므로 철도를 운 하고 있는 운 사 입장에서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고속철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

여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KTX의 동력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주변

압기를 상으로 모드시험(Modal testing)을 수행하고 취득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언 하 다. KTX는 

총 20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쪽 동력차량에 주변압기가 각 1 씩 설치되어 있다. 주변압기는 

10Ton이 넘는 구조물이며 차체 바닥에 6개의 취부볼트로 조립되어 있다. 그러나 열차의 고속운행 시 차체 

하부에서 발생하는 진동 상으로 인하여 특정부 에 응력 집 상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압기 시스템의 진동 특성을 실험 으로 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가속도 센서, 임

팩트 해머를 포함한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진동데이터를 취득하 으며, 이를 근거로 주변압기 시스템의 주

수 응답함수를 추출하 다. 본 내용은 향후 변압기에 한 구조해석 수행을 한 이론  모델을 구 하고자 

할 경우 해석모델의 타당성 검증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주변압기의 고유진동수를 주기 으로 감

시하여 진동법을 활용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상태진단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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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주변압기 시스템

변압기(Transformer)는 변 소에서 공 하는 고압의 력을 부하기기의 사용 압에 맞도록 압을 강압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 기설비에 있어 가장 핵심 인 기기  하나로 취 되고 있으며, 높은 

신뢰성  안정성을 요구하는 요한 장비이다. 고속열차 동력차량에 탑재되는 변압기는 연유가 있는 

탱크 내부에 권선을 담근 구조로 되어 있는 유입식 변압기이다. 정격용량은 7.3MVA이며 6개의 견인 2

차권선  1개의 보조권선을 포함한다. 한 1차 정격 압은 23.5kV이며 체 량은 10.6톤 수 을 유

지한다.  그림 1에 KTX용 주변압기를 나타내었다.

그림 1 KTX용 주변압기

2.2 계측 시스템

주변압기에 한 모드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진동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측 장비를 활용하 다. 

우선 변압기의 특정 부 를 타격하는 장비인 Impact hammer의 경우 머리 부분에 힘 변환기(Force 

Transducer)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일반 이며 구조물을 가진시키는 데 사용된다. 한, Impact hammer로 

타격할 경우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감지하는 3축 가속도계를 활용하여 변압기의 상하, 횡, 진행 방향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 다. 3축 가속도계(모델명: PCB356B18)의 경우 Voltage sensitive는 

1,000(mV/g), Measurement range는 5(±g pk)수 이다. 가속도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신호 처리  모드

해석 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분석 시스템으로 송되어 진동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표 1에 주변압

기 모드시험을 한 계측장비를 나타내었다.   

표 1 주변압기 모드시험용 계측장비

구  분 3축 가속도계 Impact hammer 분석 장치  노트북

모델명 PCB356B18 PCB086D20 OR36 16-Channel analyzer

형  상

비  고 5개 1개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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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험방법

본 논문에서 주변압기를 상으로 수행한 모드시험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정  특성시험

에 해당한다. 변압기의 진동 상을 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 시스템의 동  거동을 측

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요소로 취 되는 고유진동수를 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변압기가 차체에서 

분리된 경우와 차체에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진동특성은 다소 변화할 수 있으나 차체 바닥에 조립

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 때 변압기가 외부로부터의 가진력에 노출되므로 차체에 조립

된 상태를 기조건(Initial condition)이라 간주할 수 있다. KTX 2편성에 조립되어 있는 변압기 4 를 

시험 상으로 선정하 고 진동성분 수집을 하여 사용된 3축 가속도 센서는 변압기가 조립되는 동력차

량 차체바닥, 탱크(변압기 하부 측)  방열기의 일부 치에 부착하 다. 계측장비를 Setting한 후 그

림. 3처럼 특정 부 에 Hammering 치를 선정하고 변압기의 후․횡․상하 방향으로 임팩트 해머로 

구조물을 타격하여 충격(Impulse)을 가함으로써 넓은 범 의 주 수 역에 걸쳐 구조물을 가진하 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압기 외함의 센서 부착 치는 총 26개소이며 모드시험을 하여 사용된 

센서는 5개이다. 반면에 데이터 분석 장치는 16채  장비이며 체 센서 부착 치에 하여 동시에 데

이터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STEP1 5개소에 한 신호 수집 종료 이후 STEP2, STEP3으로 순

서 로 치를 바꾸어가면서 센서를 부착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2에 표시된 것처럼 변압기 1  

당 6단계(반 방향 포함)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취득된 데이터는 신호 분석기(Analyzer)를 활용

하여 아날로그 시간 역의 신호를 디지털 주 수 역 정보로 환하여 시험결과를 분석하 다. 그림. 4 

의 (a)는 변압기에 부착된 센서, (b)는 변압기 가진을 한 Impact hammer, (c)는 센서  Hammer 

이블이 연결된 분석기, (d)는 분석기에 연결된 노트북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2 센서 부착위치

그림 3 Hammering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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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측장비 설치

2.4 시험결과 분석

주변압기에 한 모드시험은 고유진동수를 악하는 것이 주요 목 이며 이를 구하기 하여 주 수 응

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를 유도하 다. 주 수 응답함수는 정  입력에 한 구조물의 

정상상태 응답을 의미하며 주 수 역에서 정의된다. 주변압기의 각 치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한 후 

Impact Hammer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타격할 경우 발생되는 입력신호에 따라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출

력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때 수집되는 신호는 시간 역(Time domain) 내 입력  출력신호에 해당하며 

FFT(Fast Fourier Transform) 기법을 사용하여 주 수 역(Frequency domain)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주 수 응답함수를 유도하 다.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센서 부착 치는 총 26개소이며 각 치 당 

후, 횡, 상하방향 3축에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기 때문에 가진 방향 당 78개의 주 수 응답함수가 생

성된다. 그림 5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도된 각 방향의 주 수 응답함수를 나타낸다. 주 수 응답함

수로부터 변압기의 고유진동수를 악하 고 상용 모달해석(Modal analysis) S/W인 ME'ScopeVES를 

사용하여 고유모드를 추출하 다. 우선 그림 6과 같이 주변압기에 한 개략 인 모델을 수립하고 각 

계측 지 에서 추출한 주 수 응답함수를 ME'ScopeVES로 불러들여 모델 상의 동일 치에 연결시켰

다. 그 결과 그림 7～9와 같은 주변압기의 주요 모드(Mode)를 추출하 으며 분석 결과를 표 2에 나타내

었다. 그림 5의 주 수 응답함수와 같이 30Hz 이상에서도 많은 고유진동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철도 차

량에 탑재되는 부품의 경우 KS R 9144(철도차량 부품의 진동 시험 방법)규정상 주로 30Hz 이하의 주

수에 해서 평가를 하는 계로 주요 모드를 30Hz 수 까지 규명하 다.

그림 5 주변압기의 주파수 응답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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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변압기의 개략적 모델

그림 7 Rolling Mode (8.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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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itching Mode (10.5Hz)

그림 9 Torsion Mode (30.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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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드시험 분석결과

No Mode
KTX(A차량) KTX(B차량)

비고
PC1 PC2 PC1 PC2

1 Rolling Mode 8.5Hz 8.5Hz 8.5Hz 8.5Hz

2 Pitching Mode 10.5Hz 10.5Hz 10.5Hz 10.5Hz

3 Torsion Mode 30.5~32.0Hz 30.2~32.5Hz 30.0Hz 31.0Hz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TX용 주변압기에 대한 진동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KTX 2편성 총 4 의 주변압기에 한 모드시험을 수행하여 진동모드를 악하 다.

(2) 주 에서 주변압기의 진동특성은 동일한 것으로 명되었으며, 고주 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

시할 만한 수 으로 각각의 동 특성은 동일한 것으로 단된다.

(3) 고주 에서 변압기의 탱크와 방열기 부분이 반 방향으로 진동하는 모드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구조해석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취약부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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