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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st Results of noise, ride comfort and vibration tests are investigated for three kinds of light 

rail transit vehicles which have passed the performance test and the test criteria has been 

satisfied. Noise level of light rail transit vehicles was 64~69dB(A) at stop and 74~75dB(A) 

when operated at full speed. The ride comfort index according to UIC 513R was 2.02 to 2.45. 

Vibration level of rubber tired light rail transit vehicle was from ‘normal’ to ‘good’ and that of 

iron wheel light rail transit vehicle was ‘good’ to ‘excellent’. These data are the results for 

three kinds of light rail transit vehicles and more data can be accumulated after further 

performance test. These data can be used for a reference for the design of light rail transit 

vehicles.

1.  서론

국내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전철 차량 보급이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

전철 차량보다 시간당 수송량은 적지만 건설비 및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철 차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회사의 경전철 차량들

을 도입하여 영업노선에 투입하고자 하였다. 영업노선에 투입되는 경전철 차량들은 도시철

도차량에 관한 성능시험기준[1]에 의해 성능시험이 수행되었으며, 현재 성능시험이 완료되

어 영업운전에 들어간 노선들도 생겼다. 개별 경전철 차량들의 주행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2],[3], 서로 다른 종류의 경전철 차량의 주행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성능시험자로서 다양한 종류의 경전철 차량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

행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성능시험 결과 중 진동시험, 승차감시험 및 소음시험 등 승객

의 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의 시험결과를 중심으로 각 경전철 차량들의 주행특성

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개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도시철도차량에 관한 성능시험기준[1](이하 성능시험기준)에 의해 성능

시험이 완료되어 도시철도차량성능검사증(이하 검사증)이 발부된 경전철 차량은 3군데 노

선의 차량이 있고, 몇 군데 노선의 차량은 아직 성능시험 중에 있다. 성능시험이 완료되어 

검사증이 발부된 차량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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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시 경전철차량 B시 경전철차량 Y시 경전철차량

차량형식 철제차륜형 경전철차량 고무차륜형 경전철차량
선형유도전동기(LIM)형 

경전철차량

열차편성
2량 1편성

(Mca-Mcb)

6량 1편성

(MC1-M1-M2-M3-M

4-MC2)

1량 1편성

(Mc)

궤간 1,435mm 1,700mm 1,435mm

가선전압 DC 750V DC 750V DC 750V

급전방식
제3궤조방식

(하면접촉방식)

제3궤조방식

(측면접촉방식)

제3궤조방식

(측면접촉방식)

최고운행속도 70km/h 60km/h 80km/h

차량사진

표 1. 경전철차량 주요사양

그림1. 소음시험 그림2. 3축 가속도센서 설치 모습

경전철 차량은 제3궤조 급전방식으로 DC750V 가선전압을 공급받는 공통점이 있다. 철제

차륜차량은 1,435mm의 표준궤간을 사용하지만, 고무차륜경전철 차량은 1,700mm로 더 크

다. 차량구성은 각각 1량 1편성, 2량 1편성, 6량 1편성으로 다양하다. G시 경전철과 Y시 

경전철은 전구간이 지상고가구간으로 되어 있으나, B시 경전철은 지상고가구간과 지하터널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운행속도도 노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2.2 시험방법

성능시험기준의 [별표 23] 소음시험, [별표 24] 진동시험 및 [별표 25] 승차감시험 방법

에 따라 실시되었다. 소음시험은 차내소음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전위대차상부, 차량중앙부, 

차량중앙부와 후위대차의 중간지점 등 3군데 지점에 1.6m높이로 소음계를 설치하고, 정지

시와 최고운행속도시의 소음을 측정하였다(그림1). 진동시험과 승차감시험은 전, 후위대차

중심상의 차체바닥에 3축 가속도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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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상하방향 진동가속도시험 결과 그림6. 좌우방향 진동가속도시험 결과

그림3. 차내소음시험 결과 그림4. 승차감시험 결과

데이터 취득은 앰프모듈 내장 범용 계측장비인 DEWE-3000과 DEWE-43을 소음시험에, 

DEWE-2010을 진동, 승차감시험에 사용하였다.  

2.3 시험결과 

각 경전철 차량에 대한 차내 소음시험 결과를 그림3에 나타내었다. 정차 시와 최고운영속

도 시의 데이터이며 G시와, Y시 경전철 차량은 지상고가구간에서 B시 경전철 차량은 지하

터널구간에서 측정하였다. 정차 시 차내소음은 Y시 경전철 차량이 69dB(A) 정도로 가장 

컸고, B시 경전철차량이 64dB(A)정도로 가장 작았다. B시 경전철차량은 운행구간의 절반

정도가 지하터널구간이어서 소음차폐에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속도운행 시 소음은 B시 경전철 차량이 60km/h로 지하복선터널 운행시 74dB(A), G

시 경전철 차량이 70km/h, Y시 경전철 차량이 80km/h의 속도로 지상고간구간 운행시 

75dB(A) 정도로 성능시험기준인 80dB(A)보다 낮았다.

승차감시험 결과 그림4에 나타내었다. 최고운영속도에서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UIC 

513R[4]의 승차감지수를 계산한 결과 G시 2.02, B시 2.28, Y시 2.45로 성능시험 기준인 

2.5보다는 낮았다. 승차감지수를 계산할 때는 궤도의 거칠기가 중요한데 Y시의 경우 철제

차륜 경전철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지수가 조금 높게 나온 것은 궤도를 연마하기 전에 

시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진동시험 결과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10km/h에서 최고운행속도까지의 상하방향과 좌우방

향의 진동가속도 값을 나타내었는데, 저자의 이전 연구결과[5]와 비슷하게 B시 고무차륜

형 경전철 차량의 경우가 G시, Y시의 철제차륜형 경전철 차량보다 진동가속도의 값이 다

소 높게 측정된다. 고무차륜형 경전철차량의 경우 콘크리트 노면에 대한 연마작업정도가 

진동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전철 차량 모두 성능시험기준인 그래프

상에서 “보통”이하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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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의해 시험이 완료된 세가지 종류의 경전철 차량

에 대한 소음시험, 승차감시험 및 진동시험의 결과들을 비교 고찰하였으며, 각 차량들은 

세가지 시험에 대해 성능시험 기준을 만족하였다. 경전철 차량들의 소음레벨은 정지 시 

64~69dB(A), 최고속도로 운행시 74~75dB(A) 정도였다. UIC 513R에 따른 승차감지수는 

2.02~2.45 수준이었고, 진동가속도는 고무차륜형 경전철차량의 경우 “양호”에서 “보통”수

준이었고, 철제차륜형 경전철차량의 경우 “우수”에서 “양호”사이로 고무차륜형 경전철 차

량보다 진동특성이 조금 우수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세 종류의 경전철 차량에 대한 시험

결과인데 향후 성능시험이 진행될수록 좀 더 다양한 차종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자료들은 향후 철도차량 설계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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