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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 which is operating the subway lines No. 5, 6, 7 and 8 of 
Seoul's subway - has been operating a variety of motor cars and rail inspection vehicles to transport workers 
and materials into the tunnel at night after the daily revenue service for the maintenance of tunnel structure 
and track. However, the air quality in tunnels has been contaminated due to the operation of diesel engine 
cars, and rail inspection vehicles are now having higher chances of risks since the lightweight vehicles made 
with aluminum bogie became too obsolete. In this study, MRT type eco-friendly electric multi-inspection car 
has been elaborated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tunnel environment and replacement of motor cars and 
rail inspection vehicle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터널구조물과 선로를 유지보수 하기  

위하여 열차 영업종료 후 터널 내로 인원 및 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다수의 모터카 및 순회점검차

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디젤기관 철도중장비의 운행으로 인하여 터널 내 공기질이 오염되고 있으며, 

경량의 알루미늄 대차로 제작된 순회점검차가 노후화 되어 장애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현장 업무 분석과 기술 분석을 통하여 터널 환경 개선 및 모터카와 순회점검차의 대체, 보완 

기능을 갖는 친환경 도시철도형 맞춤형 모터카를 개발하고자 한다.

1.2 터널환경개선 기술세미나 개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현장 업무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작업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친환경 전동식 통합점검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터널환경개선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기간/인원 : 2010.07.21 ~ 2010.11.02 (총13회) / 기술본부장 주관 터널관리단장 외 30명

 ○ 목 적 : 철도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터널 공기질 오염 예방과 업무 분석을 통한 노후화된 순회점  

            검차 및 모터카 대체 운반 수단 연구

 표 1. 기술세미나 세부 내용

구 분 일 자 주 제 구 분 일 자 주 제

1회 7/21 철도중장비 매연저감방안 7회 9/8 친환경 전동카 사양 검토

2회 7/27 오염물질 종류 및 특성 8회 9/15 배터리 적용성 검토

3회 8/4 친환경 전동카 도입 검토 9회~

11회

9/29~

10/13

전기차 제작관련 외부

기술 자문4회 8/11 현장 작업 업무 분석

5회 8/25 전동카 용도별 분석 12회 10/20 기술자문내용 검토 및 토의

6회 9/1 친환경 전동카 형식 검토 13회 11/2 도입 추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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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유대수 도입년도 도입가격 비고

특수장비 8 ‘95 ∼ ’10 10억∼70억 디젤기관

모터카
(52대)

토목 18대 ‘97 ∼ ’04 약1억6천 디젤기관

전기 18대 ‘96 ∼ ’03 약2억7천 디젤기관

신호 16대 ‘96 ∼ ’05 약2억1천 디젤기관, 매각중

순회점검차 14대 ‘99 ∼ ’04 약 6백만 가솔린, 2인용

특수장비 토목모터카 전기모터카 순회점검차

2. 도시철도 현황 및 업무 분석

2.1 도시철도 현황

지하철 열차 운행이 종료되면 보통 새벽 1시 30분 경에 터널 내 전차선에 전기가 단전이 되며, 모든 

안전사항이 확인된 후에야 터널 진입이 승인되어 각종 구조물 점검 및 선로작업 등이 시작된다. 하지만 

아침 첫 열차를 운행시키기 위하여 04시30분 전에는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터널 밖으로 철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된 시간 내에 각종 작업 및 안전사항

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자재 및 인원을 수송할 운송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특수장비 8대, 모터카 52대 및 순회점검차 14대를 보

유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차량의 특성상 대부분이 중량의 디젤기관이어서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운행 중 매연 배출로 인하여 터널 공기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점

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철도 장비를 통합 운영 및 점검을 하여 운회 횟수 감소

를 유도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하철 개통 초기 당시 많은 하자 작

업과 검사 작업 수행을 위하여 짧은 시간 내에 간편하게 조작 및 운영을 할 목적으로 도입한 경량의(알

루미늄차체) 순회점검차가 노후화되어 사용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

이다.  

표 2. 보유 장비 현황

 그림 1. 보유 장비 사진

 2.2 업무 분석

상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터카 운행 현황 및 야간 업무 현황을 분석하였다.

  

2.2.1 모터카 운행 횟수 분석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개월 걸친 기술세미나를 통하여 터널 야간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모터카 운행실

적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5호선(방화기지∼고덕기지)과 7호선(도봉기지∼천왕기지)을 운행한 토목

모터카와 전기모터카이고 운행 기간은 2010.01.01~2011.06.30 이다. 조사 결과 5호선 구간을 운행한 

모터카의 횟수는 총 703회이고, 7호선 구간의 경우는 총 681회이어서 전체 1,384번의 모터카 운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운행 횟수를 모터카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토목모터카가 771회, 전

기 모터카가 613번 이었다.(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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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모터카 운행 횟수 

 2.2.2 모터카 운행 필요성 분석

상기 모터카 운행 횟수를 용도별로 운행 목적을 분석하여 "운행필요", "대체수단필요", "운행불필요"로 

운행 내역을 분류하였다. 운행필요는 각 모터카의 특수목적 및 중량물 운반 기능을 고려하여 꼭 운행이 

필요한 항목이고, 대체수단필요는 적절한 대체 운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고 중량의 디젤기관인 모터카

를 운행한 항목이다. 예를 들어 5호선 왕십리역에서 강동역 구간을 간단한 공기구를 가지고 점검 및 작

업을 하고 다시 왕십리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심야에 지상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또한 촉

박한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돌아 와야 하기 때문에 도보로는 불가하여 할 수 없이 모터카를 운행

한 경우이다. 운행불필요는 시스템개선으로 인한 작업 환경 변화와 꼭 운행을 안 해도 될 항목들을 정

리한 것이다. 

각 항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토목모터카의 경우에는 2010년 상반기 5호선과 7호선을 

합쳐 총 771회의 운행이 있었는데 이중 운행필요가 274건, 대체수단필요가 136건, 운행불필요가 361건 

이었으며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운행필요가 35%, 대체수단필요가 18%, 운행불필요가 47%이었다. 운행

필요의 경우에는 레일 및 궤도공사 자재, 폐기물 운반 등 중량물 운반 및 특수 작업 지원이 대부분이며, 

대체수단필요는 소형 공구 및 소형 장비이동, 구조물점검 및 단순 지원 등 이었으며, 운행불필요항목은 

주로 터널환경개선 관련 물청소 및 쇳가루 청소 등이 대부분 이었다.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기시스템 가동과 터널 전단면을 

고압 살수하여 청소할 수 있는 고압살수차 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린카 3인방이라 불리는 전동차 마

그네틱 집진장치, 마그네틱 흡착기, 도상 흡진 청소기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제작하여 운행하고 있

다. 또한 터널환경개선 기술세미나를 통하여 개발 제작된 쇳가루 포집장치를 운용하고 있어 물청소를 

위한 토목모터카 운행은 점차 감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목모터카 운행필요성 분석 결과 대체운반

수단이 도입되면 약 42%의 토목모터카 운행이 감소 될 것으로 분석되어 대체운반수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3. 토목모터카 운행 필요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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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터카의 경우에는 2010년 상반기 5호선과 7호선을 합쳐 총 613회의 운행이 있었는데 이중 운

행필요가 488건, 대체수단필요가 38건, 운행불필요가 87건 이었으며 각각의 비율이 운행필요가 80%, 

대체수단필요가 6%, 운행불필요가 14%이었다. 전기모터카는 차량 상부에 전차선 점검 및 보수 용도로 

제작된 점검대라는 특수장치가 있어서 운행 항목 중 이와 관련된 운행필요항목이 대부분 이었다. 전기

모터카 운행 필요성 분석 결과 대체운반수단이 도입되면 약 13%의 전기모터카 운행이 감소 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4. 전기모터카 필요성 분석

운행필요성 분석 결과 토목모터카와 전기모터카의 대체운반수단필요 항목과 운행불필요 항목을 대체, 

보완 할 수 있는 대체운반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차량 형식을 고유가 

시대와 친환경을 고려하여 전동식 차량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신규 도입 차량 운행 효과 및 기술 발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점검대 리프트가 장착된 전기모터카 대체 차량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3 야간 업무 인원 분석

터널 야간작업 인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우리공사 5호선 고덕기술관리소와 답십리기술관

리소 야간 업무 시 작업 인원 현황이고 조사기간은 2010.07.01∼2010.07.31이다. 분석 결과 두 개 기

술관리소 합산 평균 2명이 합동작업을 한 경우가 30회, 3명이 합동작업을 한 경우가 37회, 4명이 합동

작업을 한 경우가 19회 이어서 2명∼4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전체 대비 86%를 차지하였다. 또

한 평균적으로 기술관리소 관리 영역이 보통 15Km 정도 인데 대개 관리소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야

간작업 시 통상적으로 10Km~20Km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야간작업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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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작업 공기구 종류 및 중량 분석

야간 작업에 필요한 공기구 종류 및 중량을 분석하였다. 여러 작업 중 궤도 작업에 사용되는 공기구

의 중량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검토되어 분석 대상을 궤도작업 공기구로 선정하였다. 공기구 종류로는 

레일을 자르는 고속절단기, 침목 천공 및 볼트 이완 체결에 사용하는 임팩트렌찌 등 16가지의 공기구 

중량을 조사하였고 특히 이음매 해체 점검시 세트로 필요한 공기구 종류와 중량을 조사한 결과 약 

87.5Kg 으로 검토되어 야간작업 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공기구 중량이 100Kg 내외로 분석되었다.       

그림 6. 공기구 종류 및 중량

2.2.5 업무분석 결과

2010년 상반기에 터널 내 야간에 운행되는 5,7호선의 토목/전기 모터카의 운행횟수와 운행필요성 분

석 결과 총 1384회의 운행이 있었고 이중 대체운반 차량 도입 시 토목모터카(771회)는 42%의 운행 감

소 효과, 전기모터카(613회)는 13%의 운행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야간작업 인원 분석결

과는 2명~4명의 합동 작업이 전체 작업의 86%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이 야간작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

으로 10Km~20Km 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공기구의 중량은 

약 100Kg 내외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무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작업여건에 부합하고 모터카와 노후화

된 순회점검차의 대체 및 보완 기능을 갖는 신개념의 도시철도형 친환경 전동식 통합점검차를 검토하게 

되었다. 친환경 통합점검차를 도입하면 그린에너지인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유류비 절감과 

터널 환경개선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공사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3. 도시철도형 친환경 전동식 통합 점검차 개발

3.1 기존 차량 개선 검토 

신규 차량 개발에 앞서 기존 순회점검차와 전기모터카를 전동식으로 개조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미 2009년에 순회점검차를 가솔린엔진에서 납축전지로 개조

하여 시험제작 운행을 하였다. 시험 결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

존 차체 프레임이 경량의 알루미늄이어서 개조 시 과중량으로 인한 문제와 전동식에 따른 전기 안전 장

치 등의 미흡으로 새로이 신규 차량 제작이 필요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기모터카의 경우에는 기존

의 디젤엔진을 제거하고 경량화를 위하여 리튬배터리로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본래 차량의 차체 등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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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장비 순회점검차 전기모터카 개조 비고

동력사양 가솔린,2인용→납배터리, 2인용 디젤기관→ 리튬배터리

차량자중 80Kg → 200Kg 6톤 → 6톤

주행속도 20Km/h → 20Km/h 50Km/h → 40Km/h

최고출력 4ps(엔진)→ 1KW(모터) 108ps(엔진) → 18KW(모터)

개조비용 600만원(도입가)→300만원 2억7천(도입가)→1억1천

구분 납배터리 Ni-Cd/Ni-MH 리튬폴리머 리튬인산철

정격전압 2V 1.2V 3.7V 3.2V

비에너지(Wh/Kg) 40 50~80 180~200 110

자기방전(%/월) Bad 20~25 0.1 0.1

Cycle수명 적합성 Bad Good Good Very Good

가공성 Bad Bad Good Good

장 점 저가 신뢰성 고밀도,방전효율 안전성,수명

단 점
저밀도,자기방전,

방전효율

메모리효과,환경

문제, 저전압
안전성, 고가 고가

적 용 x x O O

젤엔진 형식에 맞게 설계되어 철거 및 개조비용 과다로 효율성 및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 되었다.

표3. 차량 개조 사양

3.2 배터리 검토

 3.2.1 배터리 기술동향

본 장에서는 전동식 신규 개발 차량에 적용할 배터리에 대하여 검토 한다. 배터리는 일회용인 1차 전

지와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2차전지로 분류되며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

이온전지의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다. 최근에 축전지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다양한 전자기기와 전기

자동차의 등장으로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편리성과 기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점점더 고에너지 밀도 대용량화가 요구 되고 있다. 또한 떠오르는 차세대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전 

세계의 국가 및 기업들이 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2.2 배터리 종류 및 특성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에 대하여 특성 및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납축

전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편화 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배터리 중량이 과

도하게 증가하고 급속 방전 시 수명이 급격이 저하되어 향후 교체 비용 증가 된다. 니켈카드뮴과 니켈

수소전지는 낮은 전압과 메모리효과 그리고 카드뮴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튬폴리머와 리튬인산철의 경우에는 희귀금속인 리튬을 사용하고 대용량 전지가 아직 양

산화 되어 있지 않아 고가이지만 높은 전압으로 비에너지가 높고 방전효율(C-Rate) 및 수명Cycle이 우

수하여 성능과 장기적인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신규 도입차량에 적용하기가 가장 적합 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표 4. 배터리 비교 분석표  

  

 3.2.3 리튬이온전지 구조 및 원리

리튬이온전지는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전해질, 분리막, 집전체 등으로 구성되며 충방전 시 리튬양이

온(Li+)이 양극(Cathode)과 음극(Anode)을 삽입 탈리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리튬이온전지라고 부

른다. 또한 양극 활물질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리튬코발트옥사이드, 리튬망간옥사이드, 리튬

인산철 전지로 분류된다. 리튬전지에서는 전해질로 유기용매를 사용하는데 이는 수용액을 사용하는 경

1383



구 분 재 료 추가내용 내부구조

양극(Cathod)활물질 LiCoO2,LiMn2O4,LiFePO4 등 Li+ 삽입, 탈리

음극(Anode)활물질 탄소계(흑연) 바인더(흑연수축/팽창)

전해질(Electroyte) 유기용매+리튬염+도전재 액체,폴리머,고체 타입

분리막(Separator)

미세다공성고분자막(PE,PP)

두께(16μm),홀(0.03~1μm)

기공도(30~50%)

기공폐쇄온도

(135℃~165℃)

집 전 체 알루미늄(+), 구리(-) 극성은 방전시 기준 출처:참고문헌4번

우 물의 산화 환원반응으로인해 전지전압이 제한되며, 따라서 리튬이온전지의 장점인 고전압 (현재 최

대 상용화된 제품 기준 4.35V/단전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되는 유기용매로는 EC(Ethylene 

Carbonate), PC(Propylene Carbonate), DMC(Di Methyl Carbonate), DEC(Di Ethyl Carbonate), 

EMD(Ethyl Metyl Carbonate), GBL(gamma Butyro Lactone) 등의 혼합용매가 사용된다. 그리고 리튬

이온전지는 리튬이온의 이온전도도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리튬염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육불

화인산리튬(LiPF6), 사불화붕산리튬(LiBF4) 등이 있으며 이중 육불화인산리튬(LiPF6)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용화된 리튬이온 전지의 용매는 수분(H2O)을 ppm 단위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

는 전해질 속에 포함된 육불화인산리튬(LiPF6)이 수분과 반응하여 부식성이 강한 불산(HF)를 발생시키

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산이 미량 생기면 전지는 점점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보증하는 수명

을 맞추기 어렵다. 그리고 사용하는 유기용매 중 DMC(Dimethyl Carbonate) 등은 휘발성이 강하며 발

화점이 낮아 전지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추가 발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안전성이 우려된다. 안

전성이 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1) 뜨거운 곳에 노출 시키는 경우, 2) 전지를 지속적으로 과충전하는 

경우, 3) 금속이물에 의해 전지 내부에서 단락(Short)이 생성되는 경우 등이 있다. 

매우 위험한 조건을 하나 가정하면 과충전된 전지가 뜨거운 곳에 노출 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충전으로 인해 다량의 리튬이온이 양극 활물질에서 빠져나와 양극의 결정구조가 취약해진 상

태에서 뜨거운 곳에 노출 되는 경우 양극 활물질의 결정 구조가 붕괴되면서 매우 큰 발열을 일으키면서 

다량의 활성산소를 발생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전지의 변형으로 인해 미세한 short 등이 일어나게 되

면 발화점이 생성되며, 전지 내부의 유기용매, 발생된 산소 등으로 인해 연쇄적인 폭발로 이를 수 있으

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리튬인산철 전지(LiFePO4)는 과충전 상태에서 양극 활물질의 결정구조가 붕괴되

더라도 발열량이 매우 적다. 다양한 양극 활물질을 과충전 상태에서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를 측정하여 보면 인산철의 양극 활물질은 200℃ 이상의 고온에서도 발열량이 매우 미세하

게 측정된다. 그리고 전지 내부에 산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이유는 인(P)과 산소(O)간

의 강한 결합에 기인하는데 결정구조가 붕괴되더라도 산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

한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전지 내부에 열 융착가능한 분리막 등 추가적인 안전 장치들을 구비하고 

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장착하여 각 셀의 전압 및 전류, 온도

를 측정 및 제어하고 과층전 방지, 과방전 방지를 하고 있다. 충전기 또한 CC-CV(Constant 

Current-Constant Voltage)모드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충전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과충전, 과전압, 

과열 방지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표 5. 리튬이온전지의 구성

 

3.3 차륜 검토

대부분의 철도차량은 무겁고 견고한 철제 차륜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철도차량 자중이 무겁

고 중량물인 화물을 적재하고 철제 레일 위를 운행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철과 철의 접촉이다 보니 마

찰계수가 적어 초기 기동시에는 많은 힘을 필요로 하나 일단 기동이 되면 그만큼 마찰이 적어 작은 힘

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제동거리도 길어진다는 단점도 있으며 이것이 

육상운행과 철도운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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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전기차 경량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철제차륜과 고무타이어, 공업용 프라스

틱인 MC나이론 방식의 차륜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실제로 레일위에서 철제차륜의 마찰력(구름저항) 테

스트를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고무타이어와 MC나이론 방식의 차륜은 승차감 및 마찰력 면에서는 유리

하지만 고무의 탄성 때문에 주행 중 탈선의 위험이 있으며 레일의 마찰과 날카로운 분기기 텅레일 등에 

의하여 차륜 훼손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철제

차륜을 사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기존 철도차량의 기동 동력을 산정하

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구름저항 값을 0.004로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기동토크 값을 산출하

기 위하여 우리공사 5호선 고덕차량기지 시험선에서 실제로 로드셀을 가지고 마찰력(구름저항) 테스트

를 실시하였고 시험 결과 정지마찰계수는 0.034, 동마찰계수는 0.027라는 수치를 얻었수 있었다.

표 6. 차륜 비교표

3.4 승차인원 및 주행거리 검토 

업무 분석 자료를 가지고 통합점검차 기본 사양을 검토하였다. 우선 승차인원은 업무분석 시 합동작

업 인원이 2인~4인의 비율이 86%를 차지하는 점과 통합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4인으로 하였으며, 화

물도 100Kg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고 속도는 평균적으로 터널에서 운행하는 속도와 작업시간 

및 주행안전성을 고려하여 25Km/h로 하였으며 연속주행거리는 작업시 평균적으로 10Km~20Km를 이

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유치와 통합점검차 도입시 이용도가 증대될 것을 고려하여 40Km로 산정하

였다. 

    

3.5 도시철도 현장을 고려한 특수 사양

3.5.1 양방향 운전 및 탈선복구장치

선로 위를 주행하는 철도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조향장치가 필요 없시 오직 레일이 안내하는 방향으

로 운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복귀 시 유턴 및 회전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양방향으로 운전

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선 시 차량을 들어 올려 긴급하게 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그래서 통합점검차에는 양방향으로 운전석을 배치하여 양방향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의 

단순화 및 경량화를 위하여 유압 자키를 이용한 수동 탈선 복구장치를 적용하였다.

3.5.2 외부경고시스템

도시철도 특성상 열차가 운행하는 주간에는 본선 터널내로는 진입이 사실상 불가하다. 야간에 작업을 

완료하고 주간에 차량 충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만약 충전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겨도 외부

의 관리자가 현장을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과충전 및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3중

으로 안전장치가 설계되어 있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방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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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본사양 세부내용 비고

차량제원 밀 폐 형 길이3M,너비2.2M,높이2.5M이하

운전방식 양방향운전 운전석 및 조작반 양방향 장착

승차인원 4 인 700Kg*4인=280Kg

적재중량 100Kg 공기구 및 화물

차량자중 1.5톤이내 배터리 및 탈선복구장치포함

최고속도 0Km/h~25Km/h 가변변속

주행거리 40Km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능한 거리

배터리 리튬2차전지 리튬폴리머 또는 리튬인산철

충전기 플러그인(내장) 방식 충전시간 12시간 이내

차  륜 철제차륜(∅400mm이상) 탄소주강품 SC450

브레이크 유압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포함

탈선복구장치 수동탈선복구장치 유압자키2개, 찬넬2개,강봉4개

안전장치 안전유리적용, 과충전, 과방전, 과열방지, 외부경고시스템 등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장비의 운용 시스템을 보면 특정 장비에 고정 운전원 및 사용자가 정해져 있는 운용 방

식이 아니고 운행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방식이다 보니 고가의 배터리 충/방전 관리에 빈

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흔히들 리튬배터리를 사용함에 있어 과충전의 문제는 제작사 잘못이

고 과방전 문제는 사용자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원의 오사용

에 의한 고가의 배터리 방전문제와 차량 제작사와의 명확한 업무 구분을 위하여 외부경고시스템을 도입

하게 되었다. 외부경고시스템이란 차량운용 중 또는 충전 중에 과충전, 과방전, 과열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차량스스로 자가 진단하여 그 내용을 유/무선망 등을 이용하여 외

부 관리자의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알리 수 있는 시스템이다. 

       

3.6 도시철도형 친환경 전동식 통합점검차 적용 사양

도시철도형 맞춤형 친환경 전동식 통합점검차 기본 사양 및 예상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 7. 통합점검차 기본 사양

그림 7. 통합점검차 예상 모델링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모터카와 순회점검차의 대체 및 보완 기능을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전동식 통합점검

차 도입을 위한 사양을 도출하였고 도입 시 모터카 전체 운행대비 약 28%의 운행감소 효과와 이로 인

한 약 5,118리터(2010년 기준)의 유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터카 평

균 연비를 2Km/리터로 추산하면 유로-1 기준으로 일산화탄소(CO)가 27,841g, 탄화수소(HC) 및 질소

화합물(NOx)이 9,929g 그리고 미세먼지(PM)가 1,433g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터널환경개선 효과와 

업무분석을 통하여 도시철도의 작업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차량도입으로 업무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러한 개선 효과와 필요성에 의하여 친환경 전동식 통합점검

차를 발주 예정에 있으며 도입에 따른 운행 효과 분석 후 확대 시행 예정이다.         

1386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서울도시철도공사 터널환경개선 세미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참고문헌

1. 박정기, “리튬이차전지의 원리 및 응용”, 홍릉과학출판사, 2010.

2. Zempachi Ogumi, 정순기 역, “Lithium Secondary Batteries”, 도서출판아진, 2010.

3. James Larminie, 박한용 역, “MATLAB 활용 전기자동차”, 도서출판아진, 2008.

4. 강희찬, “녹색성장시대 이차전지 산업 개발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9.

5. 김태동, “지하철 터널 오염 방지용 쇳가루 포집장치 개발”,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추계학술대회, 

pp.150, 2010.

1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