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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electric railway vehicles to 

make better the wheel-rail adhesion characteristics. To study adhesion characteristic is to develop the 

equivalent reduction machine to experiment on the adhesion system. The experiment system makes it 

possible to change the wheel-rail adhesion force with various adhesion parameters, and therewith to test 

the adhesion control system with the reduction machine in a laboratory. In this paper, for improving 

adhesion performance shows actually control methods. 

-----------------------------------------------------------------------------

1. 서론

  본 연구는 견인전동기와 같이 광범위한 속도제어범위를 갖는 유도전동기의 구동에 벡터제어를 도입하

고 등가의 실험장치에 의하여 점착제어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인버터는 전력반도체소자가 낮은 변조율

부터 180도 구간을 연속통전하는 범위까지 사용하는 PWM변조방법을 응용하였다. 저속영역에서 토오크

의 맥동과 전류파형에 영향을 주는 데드타임에 대한 보상은 낮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하고 순시전류를 

제어하는 루프를 두어 좋은 보상결과를 얻었다. 전동기의 구동실험에 있어서는 정지할 때까지 회생제동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벡터제어가 갖는 효과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재점착제어에 있어서는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공전속도의 1차지연에 의한 토오크의 감소방법을 사용하고, 공전속도에 비례하여 토오

크를 낮추는 속도제어루프를 첨가하였다. 1차 지연만을 사용하여 토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비교하여 

속도제어 루프가 추가되었을 때, 같은 조건에서 공전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가속도가 커짐이 관찰되었

으며 점착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벡터제어는 슬립주파수형의 간접벡터방법을 적용한다. 차량에 적용하는 인버터는 180도 통전상태인 과
변조에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이 때에는 전압의 위상과 주파수만을 가변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전류제어형보다는 전압형의 적용을 하도록 한다. 견인전동기는 그림 1의 방법에 의하여 구동하였다. 
  벡터의 표현에서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직각좌표로 연산된 전압벡터를 극좌표에 의한 형식으로 변환하
고 r < 1의 영역에서는 r 에 비례하여 전압을 출력하는 특성을 갖도록 변조기를 설계한다. 극좌표로 표
현한 전압벡터의 크기는 변조율에 관계하므로 전력반도체 소자가 180[도]를 연속통전하는 최소의 벡터
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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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가 r = 1의 상태이며 자속제어기는 전동기의 전압벡터가 이 최소의 크기일 때를 기준으로 하
는 비례 적분제어기를 사용하였다. 변조율이 r < 1의 영역에 있어서 전동기의 전압벡터에 대하여 그림 
1에 대한 자속의 제어와 궤환은 정격자속이 되도록 인버터의 선형동작 영역에서는 자속제어기가 포화하
도록 한다. 
  벡터연산은 자속벡터를 기준축으로 하여 1차전압을 연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전동기의 
설정토오크와 자속에 의하여 벡터연산에 필요한 자속성분의 전류와 토오크성분의 전류 및 슬립을 설정
한다. 또 토오크전류의 오차에 의한 슬립을 보상하는 슬립제어를 한다.

그림 1. 견인전동기의 벡터제어

  공전발생시의 점착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한다.
․점착계수는 공전발생전이 가장높다.( μ )
․점착계수는 공전의 발생과 동시에 어느정도 저하한    다.( Δμ )
․점착계수는 공전속도에 대하여 비례하여 감소한다.     ( ρ υ )
이들 결과를 근거로 식(1)과 그림 2와 같은 간단한 근사 모델을 적용한다.

μ μ Δμ ρ υ            (1)

그림 2. 점착계수

  또한 공전속도와 전동기의 토오크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식(2)와 같이 표현된다.

τ
Δμ
ρτ



   여기에서,
    : 공전속도[m/s](차륜과 레일의 상대속도)
   J : 차륜축의 합성 관성모멘트[Nm∙s2/rad]
   τ  :(J/r2gρW) 차륜의 기계적시정수
   r :차륜반경[m]
   : 차륜의 원주 토오크[Nm]
  :(rguvW) 공전직전의 토오크 이다.

  차륜의 재점착은 차륜의 운동방정식에서 공전속도 를 0으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재점착을 위
하여 공전속도를 검출하여 식(2)에 대한 토오크를 제어하는 경우 공전속도 에 비례하는 제어량으로 
차륜의 토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재점착을 얻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재점착을 얻기위하여 사용
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토오크를 감소시키는 제어량을 전기적시정수 τ 에 상당하는 일차지연을 도입한
다. 공전속도는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주전동기의 토오크를 공전속도 에 대하여 τ 의 시
간지연을 갖는 토오크의 제어량을 제어하여 점착시스템이 를 0으로 하는 응답을 얻게하는 점착특성
을 얻는다. 응답특성은 에 대한 1차지연의 시정수 τ 와 궤환이득의 2가지에 의하여 변화하며 재점
착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 그 크기를 정한다.

  식(2)의 공전속도에 대한 1차지연을 갖는 토오크의 제어는 지연의 정도, 궤환이득 및 점착시스템의 
조건에 따라 여러응답을 보일 수 있으나 재점착을 이루는 조건은 공전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전
속도가 0이 되는 조건의 유무로 재점착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의 토오크제어를 사용하였으며 우선 재점착을 얻기 위하여 식(3)과 같은 1차지
연을 갖는 토오크의 제어기능을 사용한다. 이것은 재점착을 위하여 알려진 일반적인 방법이며 비례상수 
K와 시정수 τ 의 적절한 선정으로 재점착의 특성을 갖도록 한다. 

τ          (3)
         (4)
         (5)

  다음의 제어기능은 식(4)와 같이 공전속도를 제어하는 루프를 첨가하여 재점착특성의 개선을 기대한
다. 근본적으로 공전속도에 비례한 토오크의 감소는 공전속도의 크기를 제어하게 된다.

그림 3. 토오크의 제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어방법은 식(3)과 식(4)에 의한 토오크를 제어하며 식(5)와 같이 하여 식(2)
에 궤환한다. 견인전동기의 토오크를 공전속도의 제어와 1차지연에 의하여 제안된 토오크제어 방법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제안한 제어방법으로 점착제어를 할 경우 점착시스템은 식(2), 식(3), 식(4) 및 식(5)에 의하여 식
(6)과 같은 점착시스템의 방정식으로 변형된다.

τ τ τ τ τ τ τ
Δμ
ρ

      (6)

식(6)의 응답에 대하여 
τ (7)

의 경우에는 재점착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조건이며 궤환이득이 클 수록 전동차의 재점착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Ks = 0일 때 1차지연만에 의한 재점착방법이므로 속도궤환루프는 재점착성을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τ τ τ τ (8)

이것은 (+), (-) 및 0 에서도 재점착하는 조건이 있지만 기계적 시정수와 전기적 시정수의 대소관계도 
재점착 성능의 중요한 요소 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 (-) 일때에 비해서 (+)의 경우가 재점착 영역이 
작게 된다.  Ks = 0일 때 식(8)에 대하여 τ 의 선택으로 재점착성능을 결정하므로 토오크의 1차지연
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속도제어루프의 이득 Ks는 1차지연과 함께 점착시스템의 응답에 관여
하고 있다.
  재점착시스템은 공전속도의 1차지연과 지연시정수 이외에 속도궤환이득을 함께 고려해서 토오크를 제
어하는 제어계를 설계하여 적용하므로써 개선된 재점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차량의 경우 5M5T이고 만차의 경우 540[ton]의 중량을 갖고 구동축의 차륜이 860[mm]라고 할 
때 견인전동기 1대당의 관성은 전동기축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100[Nm․s2/rad]이 된다. 실험장치의 경
우 감속기어비와 축소율을 고려하여 차량에 해당하는 등가 관성체는 70[Nm․s2/rad]의 관성을 갖도록 하
였다. 차륜관성은 차량의 관성과 30：1 의 비율로 정하였다. 
  실험장치는 견인전동기(200kW) 1대에 대하여 150분의 1로 축소된 등가의 장치로 설계되었다. 전동기는 산업용
의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였다. 차륜과 레일은 차륜 자체의 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레일과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는 시
스템이다. 실제와 등가인 실험장치는 차량관성체와 전동기축과의 사이에 차륜관성이 있고 미끄러짐을 갖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실험장치는 그림 4와 같은 구조로 하였고 전자클러치의 사용가능한 상대속도가 500[rpm] 이내이기 
때문에 차륜관성과 클러치사이에 10：1의 감속비를 갖는 감속기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의 벡터제어에서 전동기는 정수선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전압
강하율을 사용한 연산을 하였으며 자속과 유기기전력, 전류와 슬립 및 권선저항과 전류의 궤환율들을 
실험에 의하여 이들의 비율을 선정하였다. 제어 프로그램은 이들의 값을 변경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정수선정을 위한 실험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압의 크기가 되도록 자속과 유기기전력의 비율을 정
하고 전류와 슬립 및 토오크의 비례관계를 선정한다. 저속에서 저항강하율과 전류궤환의 이득을 정하며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전류의 크기와 파형 및 토오크를 관찰하여 전동기의 정수에 관련한 비율을 정
하였다. 



6.1 점착제어
  공전속도를 궤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우선 1차 지연필터에 의하여 실험하였으며 그림 4와 같
은 응답이 측정되었다. 지연필터의 시정수를 임의로 하여 τe 를 2[sec]로 하였으며 필터의 이득 K 를 조절하여 실
험을 하였다. 필터의 이득이 커질수록 슬립속도의 크기가 작아짐을 관찰되었고 토오크의 감소량이 커짐을 볼 수 있
었다. 효과적인 재점착제어는 공전속도의 크기도 제어방법의 성능을 평가하는 한가지 요소이나, 토오크의 감소량은 
가속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관찰되었다. 그림 4의 경우에는 K를 0.3으로 했을 때 이며 전동기의 토
오크가 거의 0인 점까지 낮아지고 있으며 토오크의 진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K=0.3 일 때의 실험

  본 연구에서는 공전속도의 크기를 낮추기 위하여 제안한 공전궤환루프를 첨가한다.
  그림 5 및 그림 6은 그림 4의 조건에서 공전속도를 궤환한 경우이며 궤환이득이 각각 0.02, 0.03인 
경우의 응답이다. 적은 량의 궤환으로 공전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토오크의 감소가 현저하게 개선되었
음을 볼 수 있다. 실험결과로는 그림 5의 경우가 가장 좋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가속력도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Ks=0.02 일 때의 실험



그림 6. Ks=0.03 일 때의 실험

  공전속도를 궤환한 점착제어는 개선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궤환이득은 실험을 통한 조절이 필요함
을 고찰할 수 있었다. 또 전자클러치의 동특성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차량의 조건과 얼마나 접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영역에 있어서 연산된 전압벡터가 인버터의 출력전압과 항상 위상이 일치하도록 위상보정
이 행해지는 PWM변조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력반도체소자가 180도 구간을 연속하여 통전하는 과변조영역에서는 
벡터제어의 요소가 주파수와 위상뿐이므로 이때를 고려하여 PWM방법을 극좌표에 의한 변조방법을 채택하였다. 
  벡터제어의 적용에 있어서 데드타임에 의한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서 제어기의 불안정성을 수반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상없이 전류궤환루프에 의한 보상을 하였다. 전류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전류궤환루
프는 저속영역에서의 데드타임에 의한 영향을 안정하게 보상하였으며 제안된 제어방법은 견인시스템에 
대한 벡터제어의 적용이 가능한 제어방법임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점착시스템은 전동기-등가차륜-클러치-관성체로 이루어지는 차륜과 레일의 등가장치를 제작하고 실
험하였다. 공전을 검지하고 이 공전량을 1차 지연필터를 사용하여 토오크를 감소시키는 일반적인 방법
에 공전속도를 직접제어하는 제어루프를 병행하여 제어하였다. 토오크를 공전속도에 비례하여 제어하는 
요소는 공전속도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점착력을 향상시켜 가속을 크게함이 실험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점착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점착제어의 기술은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
술이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실제차량의 견인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시도가 절실하며 더욱 실제적인 
점착특성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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