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차량 주공기압축기 표준화 모듈개발을 위한 

적용 현황 조사및분석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application status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 air 

compressor Standardization module for urban railway vehicles

정구인*†, 한재현*, 김영규*, 윤화현*, 황문세*, 박경민*

Ku-in Jung*†, Jae-Hyun Han*, Gyu-young Kim*, Hwa hyeon Yoon*, 
Young-gyun Kim*, Kyung-min Park*

 
초 록  국내 도시철도차량에 적용된 공기압축기는 급유식 왕복동형 공기압축기를 시작으로 최근까

지 스크류식 공기압축기가 주종으로 적용이 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무급유식 왕복동형 공기압축

기를 수입하여 적용하였다. 급유식, 무급유식, 스크류식, 왕복동형 등 다양한 공기압축기 도시철

도차량에 공급되어 부품간 호환성이 떨어지고, 수입 부품들의 단종, 교체부품의 가격상승 등 운영

기관의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다. 생산 단계부터 부품을 표준화하고 모듈의 특성에 맞게 크기, 

중량, 취부방식, 배관 및 배선 인터페이스 등이 고려되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압축기 

모듈을 구성하는 공기압축기, 공기건조기, 후처리장치 및 공기압축기 기동장치 등에 대한 적용 현

황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어 : 도시철도차량, 주공기압축기, 표준화, 모듈화

1. 서 론

국내 도시철도차량에 적용된 공기압축기는 공

기 사용량에 따라 1000L급에서 1800L급까지 다

양한 모델들이 적용되어 있어 운영기관에서는 

부품 및 제품의 호환성이 되지 않아 부품 관리

의 어려움이 있으며 오래된 제품 및 수입품의 

경우 부품 수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

서 표준화 연구를 통해 기존의 사양들을 정립하

고 상호 대체할 수 있는 표준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철도차량에서도 모듈화를 통

한 구조 단순화, 조립의 편의성 및 유지보수가 

쉬운 제품단계부터 모듈화를 고려한 제품설계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제품 단위가 아닌 연관성 

있는 제품들을 집합시킨 모듈 단위로 연구개발

이 진행되어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오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모듈화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

품 확보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차별성을 확보해야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2. 본 론

2.1 주공기압축기 및 주변장치 적용 현황 조사 및 분석

2.1.1 주공기압축기 적용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 공기압축기의 경우 현재까지 급유식 스크

류 공기압축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1980년

대는 공기압축기의 핵심 부품인 에어엔드유니트

는 수입에 의존하고 모터, 프레임, 에어필터등

을 구성하여 공기압축기를 제작 공급하였다. 

1900년대부터는 공기압축기의 핵심 부품인 에어

엔드유니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100% 

국산기술에 의해 공급을 하고 있다. 도시철도차

량에서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장치들은 제동장치, 

도어장치, 공기기적, 판타그라프 등이 있으며, 

제동장치와 도어장치의 공기 사용량이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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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도어를 사용하는 경우 공기압축기 용량은 

1600~1800L/min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최근 들

어 공기식 출입문장치가 전기식 장치로 바뀌면서 

1000~1300L/min 용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Fig. 1 Dynamic Test (TUV SUD)

공기건조기는 공기압축기 용량에 따라 1000L급

과 1500L급으로 구분된다. 

Fig. 2 Dynamic Test (TUV SUD)

2.1.2 고려사항

주공기압축기 모듈의 설계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Table 1 Reviews of Air Compressor

Item
Review

M. Interface E. Interface

Compressor Mountion method
Motor wiring

Solenoid valve wiring
Hourmeter wiring

Air Dryer Piping connection 
method

Solenoid valve wiring
Counter circuit

Filter Workspace
Solenoid valve wiring
Heater wiring

CMSB Mountion method Power wiring

Etc Convenience Integrated and individual connections

주공기압축기의 모듈의 구성은 공기압축기, 공

기건조기, 후처리장치로 구성하며, 기존 모듈 

설계 방식은 각각의 제품을 하나의 랙 장치에 

단순히 모아서 배관을 구성이 필요하다. 표준화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은 이종 차량간 접목 가능

한 형태로 소형 경량화를 추구하되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편리성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급유식 및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비교

급유식 공기압축기의 경우 1990년대 국산화 이후 20

여년동안 다양한 모델로 도시철도차량에 적용해오고 있

으며, 현재까지 기술 수준은 안정화 단계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신규로 제작되는 차량에서 무급유 

공긱압축기를 요구하였으며, 국내 기반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핵심 부품인 피스콘 블록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주변장치 정도만 국내에서 제작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에 제작된 신분당선의 

경우 무급유 공기압축기가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된 차

량으로 ATLAS사 제품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Table 2 Reviews of Air Compresstor

Item Non-lube air 
Compressor

lube air 
Compressor Remarks

Maintenance 
cycle 3years 8years 2.6배↑

Parts

air filter, oil 
filter, oil, oil 

separator, 
seal, 

thermostatic 
valve, o-ring, 

packing   

air filter, 
o-ring, 

bearing, 
piston, 

piston ring 

30% ↓

신분당선 이후 경전철 차량인 우이신설경전철, 

인천경전철, 부산 반송선, 대구 모노레일 차량

에서 무급유 공기압축기  요구가 있어 신분당선

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을 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 들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

사 5호선 신규제작 차량에 무급유 공기압축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내에서도 무급유 공기압축기 

국산화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시

작단계에서는 해외 선진업체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일부 부품들은 국산화를 하여 현차시험까

지 진행되었다.

2.3 차량 운영기관의 요구사항 분석

표준화 연구단의 워킹그룹을 통해 접수된 국내 

운용기관의 총 17가지의 요구사항을 검토 분석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도시철도차량

의 공기압축기 모듈은 관련 부품을 집합한 수준

이기 때문에 모듈화의 개념 적용이라고 하기에

는 어렵다. 요구사항대로 부품단위에서 모듈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운영자의 유지보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한다. 또한 공기압축기 성

능평가 방법 및 시험방법 표준화 특히, 소음시

험과 진동시험이 강화되어야 한다. 

Table 3 Requirements review result

No. Requirements Result

1 Ease of maintenance Y

2 Modularization of parts Y

3 Eco-friendly, Improve maintenance 
cycle Y

4 Need to standardize peripherals Y

5 Noise and Vibration Test Y

6 Production Specification
(Performance Verification) Y

7 Tempeatture test Y

8 Durability test Y

9 Air Dryer wet absorbing salts
(Enhance durability) Y

10 Test period later

11 Standardization of maintenance Y

12 Lightweight Y

13 Reliability Y

14 Noise and vibration evaluation criteria Y

15 Selected air compressor capacity Y

16 Cost saving Y

17 Room vibration Y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차량의 주공기압축

기 표준화 모듈개발을 위한 적용 현황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운영기관의 요구사항

을 검토 및 분석하여 표준화 모듈을 구성하

는 무급유 공기압축기에 대한 구조 단순화, 

조립의 편의성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친환

경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개발에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차종에 상호 호환이 가능한 



표준모델 개발로 경쟁력 있는 중소부품업체

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

을 갖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

비지원(과제번호 : 17RTRP-B122746-03)으로 수행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Yujin industrial co. ltd(2017) Annual performance 
plan

[2] Seoulmetro copration(1994) Maintenance instructions, 
4Line

[3] Seoulmetro copration(1998) Maintenance instructions, 
1Line

[4] Seoulmetro copration(2005) Maintenance instructions, 
2Line

[5] Seoulmetro copration(2010) Maintenance instructions, 
3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