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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method of how to improve the probability of the tracing 

stopping ratio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utomatic Train Operation 

(ATO). Aspects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automatic driving, the followings 

are investigated and studied : Brake system maintanence method of  vehicle, the 

need to improve braking system, test method of blending brakes, how to minimize 

the delay of commands for real-time control.

In this study, we applied this method to prove the effectiveness in DAEJEON LI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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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무인운전, 자동운전 차량의 공급이 증가하고 기존 차량의 자동운전(ATO :

Automatic Train Operation) 시스템으로의 변경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어졌던 제

동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방안과 다른 정위치 정차를 위한 제동시스템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차점 추적을 위하여 신호장치와 열차 종합제어장치가 지령하는 제동 추진 명령에 대

해 정확하고도 신속한 차량 제동 시스템의 반응 및 유지보수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운전시 차상신호(ATC) 장치의 속도 프로파일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제동 지령에 실시간으로 추종하는 차량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차량의

제동 시스템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방안, 차량의 제동 시스템 성능 확인 방안, ATO 장치의

제동력 지령 프로세서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차량의 제동 장치에 대한 새로운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열차의 종합적인 인

터페이스와 정확하고 신속한 정차점 추적 기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정위치 정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차량에 적용하여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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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동 시스템 분석

2.1 제동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적용한 제동력 특성 모델링을 위한 TCMS (Train Control Monitoring

System) 차량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 및 제동장치 시스템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동방식 : 전기제동 및 공기제동

응하중제어, 아날로그 전기지령방식

가선전압, 열차부하 및 속도측면에서 동력차 회생제동력이 부족할때는

부수차의 공기제동력 분담

- 가선전압 : DC 1000V ~ 1800V (1500V정격)

- 감속도 : 상용시 - 3.5km/h (+5%, -10%)

비상시 - 4.5km/h (+5%, -10%)

그림1. 압력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은 차량 공기 제동 시스템의 공기 제동에 대한 압력 제

어 과정을 전기적인 흐름과 기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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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압력제어 블록 다이어그램

TCMS에서 지령한 제동명령(A)은 제동 전자 유니트(ECU)에 수신되어 요구된 공기 제동

토오크를 압력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며, ECU는 AC (AC : Application Control )압력에 의존

하는 전류신호로(B) 전자밸브의 위치를 유지 또는 변경시키며 제동 지령을 전송한다.

AC 압력은 제동전자 유니트(ECU)에 의해 ±10kpa 내의 압력 범위에서 제어가 이루어지

며, Magnetic Valve에서의 AC 압력(C)은 유량을 증폭시키는 중계밸브의 안내실로 유입되

고, ECU는 이 압력을 모니터링(D)하여 실제 작동하는 AC 압력을 알 수 있다.

AC 압력은 제동통(Brake Cylinder)으로 유입되어 차량의 감속도를 제어하는 중계 밸브의

출력 압력(BC 압력)으로 동작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차량이 마지막 정차할 순간에

사용되어지는 저속 영역에서의 대부분 제동은 공기제동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기제동 장치의

지연시간, 응답특성, 작동 원리 등이 정확히 분석되어야 한다.

제동장치의 스텝별 공기압력은 B1 ～ B7까지의 공기 압력에 대한 기준값 범위 내에서 일

정한 공기 제동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ATO 장치는 차량의 공기제동압력이 일차원적인 직선 형태의 제동압력에 대한 성능 범위를

고려하여 남은 거리에 대한 ATO 제동지령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운전 차량의 정

위치 정차율 향상을 위해서는 제동장치의 공기 압력이 정해진 사양에 맞도록 동작이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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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준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 신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의 유지 보수

시 제동장치의 제동압에 대한 선형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정위치정차를 위한 기

본적인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차량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시 각 제동 스텝별 공기 제동압을 확인하고 조정 제어해야 한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낮은 부분의 제동압력을 사양에 맞게 관리하기에는 기계적인 요소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시험과 ATO 제동 지령의 패턴을 분석하여 저속도 영역에서 이루

어지는 정위치 정차의 제동에 많이 사용되는 제동압력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정밀한 제동 압

력 관리를 제안한다.

2.2 제동 시스템 특성 해석

제동 특성으로 ATO 장치가 정지점까지의 남은 거리를 계산하며 속도를 제어하고 열차가

각각의 궤도회로 진입 시 차상, 지상 신호 장치간의 거리동기화를 실시하여 남은 거리를 연

산한다.

그림2. 차량 제동 시스템과 같이 ATO 장치는 차상신호장치의 속도센서를 통해 실시간으

로 차량의 속도를 수신하고 이를 자신의 속도 프로파일과 비교 분석하고 차량의 종합제어장

치(TCMS)는 제동 브랜딩 및 부하 보정을 포함하는 제동 제어를 수행하며 요구되는 공기

제동력은 편성제어 컴퓨터(TC)에서 계산된 후 차량 제어 컴퓨터(CC)에 전송된다.

TC카(운전실 포함 제어차량)내 CC는 공기제동, M카(견인차량)내 CC는 공기제동과

회생제동 사이의 우선 순위에 따라 브랜딩 제동을 수행하는데 이때, 계산 되어진 제동력

값을 직렬 통신을 통해 제동제어 장치 및 인버터 장치로 전송한다.

CC의 제동지령을 받은 제동장치 시스템과 인버터장치는 각각 공기제동과 전기(회생)제동

을 실시하여 차량을 ATO의 계산된 제동명령에 의해 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TCMS는 제동연산 및 회생 제동요구등 제동연산의 핵심이며 제동장치는 TCMS로부

터 제동 연산결과에 상응하는 제동(BC)압력 생성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고 요구 제동력을

각 제동, 인버터 장치로 보낸다. 이때 요구제동력은 식(1)과 같다.

  ∆


×  × × (1)

- FR : 요구 제동력(마찰제동력)(KN)

- PL : 승객하중

- ∆ :　만차 AS 압력 , 공차 AS 압력 차

- AS : 현재 AS 값

-  : 공차 AS 압력

-  :　공차 중량

- IC : 관성 질량 보상 계수(TC카 1.06, M카 : 1.14 보상)

-  : 감속도(㎞/h/s) (상용제동 : 3.5, 비상제동 : 4.5)

※ 요구제동력 : 마찰제동력, 저항력(주행, 곡선, 구배)의 합으로 구성되지만 일반 차량에서

는 마찰제동력을 요구제동력의 주요한 요소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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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차량 제동 시스템 로직도

이와 같이 차량 제동은 공기제동과 전기(회생)제동의 시스템구성으로 제동 명령에 상응한

계산치에 의해 수행이 된다. 이러한 제동특성은 차량의 정위치 정차에 직결되는 문제로 전

기 회생량과 제동 공기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최적의 공기 제어량의 유지 및 정밀한 전기

(회생)제동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제동장치 유지보수 방안 연구

차량의 제동 수행시 정확한 정차점을 추정하기 위해 TCMS와 제동 시스템간의 상호 인

터페이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령받은 제동 명령에 대해 정확한 공기/전기 제동

량은 차량의 정위치 정차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 정위치 정차율 향상을 위한 차량측 제동 장치에 대한 새로운 유지 보수 시스

템에 대한 방안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제동압력 관리방안

차량의 제동은 차상신호장치, TCMS와 제동 시스템간의 복잡한 상호 인터페이스로 이뤄

진다. 실제 차량의 정위치 정차의 추적을 위해 정확한 제동명령이 전송되어져도 이러한 전

기적인 신호가 실제 제동이 작용하기 위한 전기적인 변환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차에 대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차량에 대해 각 제동력별 압력에 대한 오차 보증

한계 압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차량의 제동장치의 제동압력(BC)값에 대한 spec(표1.)을

유지 보수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

노치 1N 2N 3N 4N 5N 6N 7N 현유지 보수 방안

압력값

(Kgf/㎠)

공차 0.53 0.78 1.04 1.29 1.54 1.79 2.04 기준치 ± 0.2

(Kgf/㎠)만차 0.72 1.17 1.62 2.06 2.51 2.95 3.40

표1. 제동압력(BC) 기준 압력표(현행 관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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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동 압력관리 기준에 대하여 실제 오차 보증 한계는 기준치 ± 0.2 Kgf/㎠를 적용하

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치에 대한 오차 보증 한계압력은 낮은 제동력에 대해 1N

에서 약 ± 40%의 오차가 발생하고 7N에서는 약 ± 10%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제동 압력

의 오차 범위가 넒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어렵다.

또한, 실제 차량의 제동력 30%～70%에서 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제동력관리

에도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정위치 정차를 위한 차량의 추적에 치명적인 저해요

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기준치 적용에 대해 현재 적용되어 있는 오차보증 한계 “기준치± 0.2

Kgf/㎠”를 “기준치± 10%"(표 2, 그림 3)로 제안한다. 이는 전기적인 제동 신호에 대해 기계

적인 오차 범위를 줄임으로써, 정위치 정차율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제동 압력의

Step별 변화가 선형적으로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BC압력 히스테리시스 보정회로

(Correction Circuit of BC Pressure Hysteresis)의 시스템이 적용 되어져 있으나, 유지 보수

시 항상 확인 하여야 한다.

노치 3N 4N 5N 6N 7N 현유지 보수 방안

압력값

(Kgf/㎠)

공차 1.04 1.29 1.54 1.79 2.04 기준치 ± 10%

(Kgf/㎠)만차 1.62 2.06 2.51 2.95 3.40

표2. 제동압력(BC) 기준 압력표(제안 기준표)

M차 (공차)

0

0.5

1

1.5

2

2.5

1N 2N 3N 4N 5N 6N 7N제동STEP

제동압

기준값

10%

-10%

M차 (만차)

0

0.5

1

1.5

2

2.5

3

3.5

4

1N 2N 3N 4N 5N 6N 7N제동STEP

제동압

기준값

10%

-10%

그림 3. 신개념의 제동장치 유지보수 방안(제안)

3.2 제동장치 감속도 관리

정위치 정차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제동시 감속도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감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기초제동장치 특성식이 설계값과 다른 경우, BC압력 계산식

의 오차, 선로의 조건, 온도에 따른 마찰계수영향, 접촉면적에 따른 마찰계수 영향, 속도에

따른 마찰계수 영향 등으로 설계시 오차 및 마찰 계수, 제동 브랜딩 특성등 차량 감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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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40km/h 제동력 60%

감속도

공기제동 14km/h
전기제동 12km/h

감속도

공기제동 13km/h
전기제동 11km/h

그러나 본 논문에 적용된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감속도 시험 및 튜닝 결과 위 사항에 대해

성능 시험, 형식 시험, 본선 시운전등을 통해 대부분의 요소들은 튜닝을 통해 개선 및 보완

을 하였고, 또한 감속도 특성을 변화에 대한 영향이 미약했다. 그러나 저속도 영역에서 수행

되는 전기제동과 공기 제동의 브랜딩시 감속도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시험 결론을 도출하였

다.

제동은 TC카는 공기제동, M카는 공기 제동과 전기 제동의 브랜딩으로 이뤄지는데 차량

의 제동은 각 TC카 1량과 M카 1량을 쌍(Pair)으로 구성되어 M카의 전기(회생)제동, TC카

의 공기제동, M카의 공기제동의 우선 순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제동 우선 순위에 따라 M카

의 전기 제동이 종료(Fade out) 되고 순수 공기 제동으로 전화하는 방식을 제동 브랜딩이라

고 한다.

전기(회생)제동은 브레이크슈의 마모 감소로 터널 환경의 개선 및 현재 회생 에너지의 이용

할 수 있는 변전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등 장점이 있다.

감속도의 변화량을 줄이기 위해 제동 장치의 특성에 따른 모델링 및 전기제동과 공기제동

의 브랜딩 시점에 대한 최적안을 튜닝하고 관리함으로써 제동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고 차

량의 정위치 정차 정확도 (±35㎝, 99.5%)이상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감속도의 변화량을 시험을 위해 Set Value Test 방법을 제안하여 최적의 브랜딩 시점을

도출하고 향후 튜닝 되어진 결과로 차량의 정위치 정차 향상을 위한 유지 관리의 모델를 정

의 하고자 한다.

Set Value Test는 ATO장치에서 일정한 제동 명령을 지령하여 차량의 제동시 감속도 변화

량의 추이 및 전기, 공기 제동의 브랜딩 시점등 상호 연관관계를 확인하여 최적의 브랜딩

시점을 튜닝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림4.는 ATO 의 해당 제동 명령시 브랜딩제동 시점에서의 감속도의 왜곡현상에 대한 차

량측 현상을 나타냈다. 본 그림은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위치 정차율을 개선

하였고, 차량 속도(40, 60km/h) 및 ATO의 제동 지령(60～70%)의 제동력 튜닝 시험을 통해

최적의 브랜딩 시점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공기 제동 상승 시점 13km/h, 인버터 장치의 회

생 소멸시점을 11km/h에서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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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60km/h 제동력 70%

감속도

공기제동 14km/h
전기제동 12km/h

감속도

공기제동 13km/h
전기제동 11km/h

그림4. 속도/제동량 대비 감속도 변화 추이

위 시험에 의해 차량 감속도 변화의 최소 시점 튜닝으로 ATO운전에 의한 최적의 정위치

정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승객 서비스 향상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

로 최적의 감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 구축으로 상시 차량 성능을 유지 관리하야 할 것이

다.

그림5. 제동 블랜딩 특성 곡선

3.3 제동 지령치 특성 관리

차량의 정위치 정차 및 추적을 위한 ATO 제동 지령치는 TCMS로 전송이 되고, 요구 제

동력은 하위 장치인 추진장치(인버터)와 제동장치(ECU)로 전달이 된다. 제동력의 전달은

200ms마다 이뤄지고, 실제 물리적인 제동력을 구현하기까지는 제동 명령 프로세싱에 의해

약 1500ms의 시간 지연이 발생함으로 정지점에 대한 거리와 제동 명령의 지연에 대한 보상

루틴을 신호장치의 제어 루틴에 포함하여 차량 제동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요구 제동력은 1%～100%로 비선형적으로 제동력 전송을 하게 되는데 실제 차량이 정

위치 정차를 위한 제동은 약 30%～70%의 ATO 제동력으로 차량을 정지시킨다.

이때 ATO 제동지령치는 1%단위의 제동력을 전송하여 하위 장치로 전송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10회 동일 조건의 열차 정지 시험으로 ATO 제동지령치의 단위 1%와 3%

를 제안하여 아래 그림6, 7과 같이 차량의 정위치 정차 상태와 제동 특성을 확인 비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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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향상에 대한 성과와 지령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제동 명령 변경 비교 데이터(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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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주행시
ATO 지령

같은 속도에 대한 ATO 제동 명령
편차 심함

그림 6. ATO 제동 1%단위 지령 시험 데이터

제동 명령 변경 비교 데이터(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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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10회 주행시 열차
속도

그림 7. ATO 제동 3%단위 지령 시험 데이터

시험 데이터는 ATO 3%제동지령시의 제동 특성(감속도 편차)가 1% 제동지령시 보다 약

50%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차량의 정위치 정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ATO 제동시 정위치 정차율의 향상을 위해서 30%～70%의 범위내 제동량을 사용한

다.

시험 결과 정위치 정차율의 향상을 위해 ATO 제동 지령치 3%와 제동시 제동량 30%～

70%의 제동력 제어를 위한 제동 특성을 정기적이고 정밀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차량의 제동 시스템 동작 분석을 통한 제동 Step에 알맞은 공기 제동의 선형성의 

관리를 제안한다. 또한 전기적인 제동 명령에 대한 제동 장치의 기계적인 오차와 제동 실린

터(BC) 행정 및 배관 길이로 인한 공기제동 체결의 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동시 인쇼트

(Inshot) 압력, BC압력 히스테리시스 보정에 대한 정기적 유지 관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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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위치 정차 향상을 위한 차량 제동 시스템 특성 분석으로 공기압력

관리 및 제동 명령에 대한 감속도 시험, 제동 지령치 변경 시험을 통해 제동 시스템의 유지

관리 부분 및 설정 제안치에 대한 정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차량의 정위치 정차율 향상을 위해 제동압력 유지 관리에 대한 기준 제시로 더욱 정밀

한 제동압력 관리를 통해 제동압력의 신뢰성을 확립한다.

[2] 차량의 브랜딩 제어시 감속도의 변화에 의한 정위치 정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브랜딩 시점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 저속영역에서의 ATO 제동 지령치에 대한 차량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ATO, TCMS 및 하부장치간의 제동 지령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

고, 제동 시스템 동작 특성 분석을 통한 제동 Step압력에 알맞은 공기 제동의 선형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의 기계적인 오차와 공기제동 체결 시간 지연에 대한 인쇼트(Inshot) 기능과 BC압

력 히스테리시스 보정회로(Correction Circuit of BC Pressure Hysteresis)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보정 상태 및 기능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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