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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aking performance of a trainset that consists of a locomotive and several coaches and/or wagons is 

influenced by that of the locomotive as well as each coach or wagon. For trains to safely travel on a 

railway, trains must be provided with sufficient distance where to stop. Thus, replacing coaches or wagons 

needs calculating, measuring the braking performance such as a stopping distance or a deceleration. The task 

is further complicated if there are many kinds of trains with different braking performance characteristics. The 

accurate calculation is subject to acquir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existing cars. Moreover, the initiation of 

braking by a driver or the geometry of the track affects as complicated factors. In this paper, based on the 

braking performance test conducted for US-SCRRA coaches, introduced several factors assumed to influence 

the result and the compensating methodology.

1. 서  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제동거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동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열차의 제동력이 확보 되지 않으면, 오버런(Overrun) 또는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

다. 특히 장거리 수송용 열차에 편성되는 기관차와 객차 또는 화차 편성으로 되어있는 열차는 운행 시 

편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열차 편성 전체의 제동력은 기관차의 제동성능 뿐 아니라 

각각의 객차, 화차의 제동성능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 차량의 교체는 제동성능에 대한 

계산 및 측정이 수반 되어야 하지만, 제동성능을 측정하는데 있어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제동성능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SCRRA 이층객차의 제동성능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에 미친 여러 요소들을 소개 

하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영향을 보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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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제동 성능 측정은 여러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동거리 또는 감속도를 측정하여 

제동 성능을 측정 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일반적이다. 제동 거리 또는 감속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 차량의 초기 속도

      - 차량의 중량

      - 제동 시 차륜과 선로의 실제 점착 계수

      - 공주시간 : 지연시간(Delay time)과 충기시간(Build-up time)의 절반을 더한 시간

      - 선로의 구배

  2.1. 차량의 초기속도

         초기 속도는 기관차의 제동 핸들이 제동 위치에 움직인 순간의 속도를 제동시 초기 속도로 하

였다. 제동 핸들을 제동 위치로 옮기면 제동관(BP) 압력이 감압하면서 제동 실린더 압력이 상승

한다. 제동 감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t
va 0-

=
 (2.1)

         여기서 a는 감속도, v0는 초기속도 ("-"는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를 뜻함), t는 제동 시간을 

의미한다.

         차량의 제동 거리는 위의 계산식 2.1에서 얻은 감속도 값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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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차량의 중량

         열차의 제동 제어는 일반적으로 실제 차량의 하중을 검지하여 그에 비례한 제동력을 생성하는 

응하중 제어를 한다. 이는 곧, 감속도 제어를 의미 하는데, 제동력은 열차의 하중에 비례하며 감

속도는 열차의 하중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

         SCRRA 제동성능에서 시험에 쓰인 열차의 편성은 한 량의 기관차와 다섯 량의 SCRRA 이층 

객차로 구성되어 있다. (638, 211, 214, 212, 639는 SCRRA 차량번호)

638 211 214 212 639 L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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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CRRA 제동성능에 쓰인 열차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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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그림 1의 편성에서 SCRRRA 차량 5량의 제동성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관차를 포함

한 각 차량의 중량, 기관차의 감속도 성능이 필요하다. SCRRA 차량 5량의 제동성능은 다음과 같

이 계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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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atotal은 측정된 편성의 감속도, a1은 기관차의 감속도 성능, aSCRRA는 SCRRA 차량 5 

제동 성능 이다.

  2.3. 점착 계수

         제동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제동력이 요구하는 차륜과 선로 사이의 점착계수가 보장 되어야 

한다. 만약, 제동력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점착계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제동 시 활주 (Wheel 

sliding)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활주가 발생하면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차량의 요구 점착계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g
a

=m
 (2.5)

         여기서 μ는 점착계수, g는 중력가속도, a는 제동감속도 이다. 감속도 측정 시 활주가 발생하게 

되면, 그림 2와 같이 속도가 저하된 축측 대차에 대해 활주밸브가 활성화 되고, 제동 실린더 압력

의 배기-유지-충기 과정을 거쳐 활주 제어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제동 거리가 늘어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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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활주시 축 속도와 활주밸브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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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공주시간

         제동 지령이 시작되면　제동 실린더 압력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 요구되는 감속도를 맞추기 

위한 압력 값 까지 상승 한다. 제동 실린더 압력이 상승되는 동안 제동 감속도는 목표 감속도 까

지 상승 하여 일정하게 유지 된다. 기관차의 제동핸들을 취급하여 제동관(BP) 압력이 감압되기 

시작 하면 제동 실린더(BC) 압력이 상승 하는데, 제동핸들 취급으로부터 BC 압력 상승 할 때 까

지의 시간을 지연시간(Delay time), 제동실린더(BC)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충기 될 

때 까지의 시간을 충기시간(Build-up time) 이라고 하며 공주시간은 지연시관과 충기시간의 절

반을 더한 값이 공주시간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충기시간(Build-up time)은 제동실린더(BC)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완전히 충기 되는 시점을 측정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EN13452 규격에는 목표 제동 실린더(BC)의 10%에서 90% 까지 충기되는 시간을 충기시간

(Build-up time)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 감속도 계산 시 그림 3과 같이 공주시간을 

기준으로 공주시간 이전은 감속이 일어나지 않고, 공주시간 이후에는 감속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

소화 하여 계산 한다.

그림 3. 공주시간

         공주시간중 지연시간은 운전사의 제동핸들 취급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제동성능을 계산 할 때 

지연시간의 차이를 보정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하기 표 1에서 보면 실제 제동 실린더(BC) 압

력 충기 완료 후 감속도 값과 공주시간 이후 감속도의 차이는 미미하다. 즉, 제동핸들 취급 후, 

제동 실린더(BC) 압력이 생성되기 까지의 지연시간(Delay time)의 차이가 제동 감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SCRRA 제동성능 계산시에는 제동관(BP) 압력

이 1 psi 감압 시의 시점을 제동지령 시점으로 기준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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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모드
초속도

(공주시간)

초속도

(BC충기후)

경과시간

(공주시간후)

경과시간

(BC충기후)

감속도

(공주시간후)

감속도

(BC충기후)

80 kph, Service 1, AW0, CAB 80.18 77.12 36.04 34.68 2.22 2.22

80 kph, Service 2, AW0, CAB 80.55 77.52 36.46 35.12 2.21 2.21

80 kph, Service 3, AW0, CAB 80.65 77.55 35.60 34.24 2.27 2.26

80 kph, Service 1, AW0, LOCO 81.20 78.81 41.96 40.46 1.94 1.95

80 kph, Service 2, AW0, LOCO 81.60 78.91 43.72 42.22 1.87 1.87

80 kph, Service 3, AW0, LOCO 81.71 79.07 43.53 42.02 1.88 1.88

80 kph, Emergency, AW0, CAB 80.51 78.53 30.19 29.36 2.67 2.67

80 kph, Emergency, AW0, LOCO 81.26 79.19 36.52 35.76 2.23 2.21

80 kph, Service 1, AW3, CAB 79.33 76.65 37.29 35.60 2.13 2.15

80 kph, Service 2, AW3, CAB 81.69 78.00 41.62 39.71 1.96 1.96

80 kph, Service 1, AW3, LOCO 81.49 77.52 44.23 42.24 1.84 1.84

80 kph, Service 2, AW3, LOCO 81.11 76.78 38.51 36.20 2.11 2.12

80 kph, Emergency, AW3, CAB 79.28 77.73 35.77 34.90 2.22 2.23

80 kph, Emergency, AW3, LOCO 81.28 78.55 35.79 34.86 2.27 2.25

표 1. 실제 감속도와 공주시간 이후 감속도와 비교

  2.5. 선로의 구배

         제동거리의 측정은 직선 평탄선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로의 구배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선로의 구배가 일정한 곳에서 제동거리를 측정을 할 경우는 

구배 보상을 쉽게 할 수 있으나, 구배가 계속 변경 되는 구간에서는 제동 구간 선로의 지오메트

리를 측정 값에 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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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avg

mg sinαavg

mgcosα avgmg

그림 4. 구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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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와 같이 구배가 변하는 지점의 Milepost를 기록하여 제동구간의 평균 구배를 다음 식으

로 계산 할 수 있다.

                              nm
nm

avg +
+

= 21 aaa
 (2.6)

         평균 구배를 계산 하면, 다음과 같이 구배에 의한 감속도 영향량을 보정 할 수 있다.

                              GBM aaa
m
F

+==
 (2.7)

                              )sin(arctan avgG ga a=  (2.8)

                              )sin(arctan avgMB gaa a-=  (2.9)

         여기서, aM은 측정된 감속도, aB는 순수 제동감속도, aG는 구배에 의한 감속도 영향량 이다.

  2.6. 기 타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경우는 차량의 주행저항 역시 제동력을 계산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친

다. 특히 주행저항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항력(Drag force)의 경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고속열차의 경우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두부 유선 설계를 하며, 제동 계산시 주행저항에 의

한 힘을 고려하기도 하나, 80 mph의 최고 속도로 운행되는 일반 열차의 경우, 제동력에 비해 주

행저항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므로, 본 계산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3. 결  론

      열차의 가장 중요한 안전요소중 하나인 제동은 승객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

의 계산과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제동 감속도 측정은 외기 조건뿐 아니라 운전사의 조작에 

의한 편차도 생기기 때문에 측정을 한 후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의해서 실제 제동성능을 계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동성능 계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과 오차를 유발하는 몇 가지 요

인들로 인해 결과를 보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하는 차원으로 한정 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 다루

어 지지 않았던 결과 분석 등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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