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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the age of high efficiency and energy conservation today. The railway is no exception, the 
research for the energy-saving devices of the railway systems is underway and various ways to 
save energy have been tried to the existing vehicles. So, we studi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 demanded for train speed and the electric currents supplied to a motor while a train is 
operating.

                                 국문요약

현대는 에너지 절약및 고효율의 시대입니다.  철도차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찍부

터 에너지 절약형 기기를 연구 개발중이며 또한 기존제작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에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의 운행속도 요구치와 차량에 장착된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류의 

상관 관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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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텐션메타의 이론적 고찰

포테션 메타는 가변저항의 하나입니다. 일반 가변저항은 회전각도가 약 27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전각도와 저항의 값이 정확하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텐셔메타는 회전각도가 720도(2바퀴)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으며, 회전각도와 저항값이 정비례합니다.

전동차에서는 가변저항으로써 제어라인의 제어전원의 크기를 제어하고 이를이요하여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원의 크기를 제어함니다.

( 가변저항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가짐으로인해 전동기에 입력되는 충격전류 완화 )

          그림1. 위상각과 저항

위상각의 변화에 따라 저항이 변화한다..

저항의 변화는 포텐션메타의 출력 전압을 변화시키고 이 전압은 엔코더 판넬의 출력 신호   

즉 인통률을 조절함으로써 전동기에 이르는 전류의 크기를 제어 전동차의 출력을 조절한다

그러나 위상각 ϴ1과 ϴ2에 따른 포텐션메타의 저항의 변화가 위상각에 변화에  따라 일정

하게 저항이 변화하지 않음으로  ( ϴ1:ϴ2 = R1:R2 ) 인해 상.하 노치별로 규정치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는 전동기에 이르는 인통률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기기의 고장및 에너지의 낭비로 이어진

다. 물론 규정치의 이외의 포텐션메타는 교체하면 간단한 문제이다.. 

그러나 교체하는 포텐션메타의 상.하 전압 ( 인통율에 직결 ) 문제와 운행중 발생하는 저항

의 변화시마다 포텐션 메타를 교체할 수는 없는문제이다 

저항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고정저항을 사용하면 간단하지만 이는 노치별 단계에 따라 전동

기에 입력되는 전류의 량이 크므로 전동기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그래서 완만한 전류의 증

가를 위해서 가변저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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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운행 방식

                

                        그림2. 추진/제동 명령 계통도

차량의 운행방식에 있어서는 자동운행방식과 사람즉 승무원의 조작에 의한 운전방식이 있다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컴퓨터(기계)에 의한 속도검지 및 조절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엔코더 판넬의 입력전원을 제어하는데 있어서 세밀한 조절및 잦은 반복동작이 가능하다. 

반면 수동운전 방식일 경우에는 승무원(사람)에 의한 운행방식을 사용하기에 세밀한 조절및 

잦은 반복동작에 무리가 있다.

 

                         그림3. 추진/제동 계통 명령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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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텐션 메타의 저항변화 와 엔코더 판넬의 인통율,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류의 관계

                              그림4. 포텐션메타의 종류

다음 그림은 엔코더판넬 출력부 파형입니다

  

               1Notch                                     2Notch 

              3Notch                                      4Notch 

                         그림5. 엔코더판넬출력부 Notch별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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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포텐션메타의 입력전압은 포텐션메타 저항의 변화를 거쳐 엔코더

판넬로 이어지고 엔코더판넬에서의 인통률 결정을 이루어지게 한다.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을 보면 알수 있듯이 구형파의 폭이 커질수록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류

의 량을 증가된다.

인통률은 전동기에 이르는 전류의 량을 변화시켜 차량의 전체적인 가 감속을 결정하는 

powering  과 breaking 의 비율을 정한다. 

                         그림6. 전동기 입력전류 (TGIS 화면)

인통율과 전동기 입력전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포텐션 메타에서 저항값을 크게 잡을 시에는 저노치에서 전동기에 과다한 전류공급으로 인

해 규정속도 이상의 속도를 발생함으로 인해적정속도의 유지를 위해 차량의 잦은 제동체결

로 이어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포텐션 메타에서 저항값을 낮게 잡을 시에는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류의 값을 낮게 공급함으

로써 차량의 출력(속도)이 낮아져 전동기의 이상적인 속도제어인 프리링 시점 진입에 이르

는 시간이 늦어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프리링 시점이란 전동기의 규격 및 특성에 의해 일정속도가 되면 더 이상 제어하지 않고

전동기 특성에 맞게 운행되도록 하는 운전방식을 말하며 에너지 효율이 최대로 알려져있다.

포텐션 메타의 저항의 변화는 엔코더 판넬 (인통율의 결정)을 거쳐 전동기에 이르며 저속도

에서 요구치와 고속도의 요구치가 각 속도의 요구치에 맞게 결정되어져야 한다.

만일 각각의 요구치에 맞지 않을 경우 잦은 제동체결 및 차량최고 속도에서의 전동기의 프

리링 시점을 맞추지 못하여 에너지 효율저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4. 맺음말

실제 차량을 정비하다 보면 포텐션메타의 저항과 엔코더판넬의 관계에 있어서 정비지침서 

내용대로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출력값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서는 미소한 포텐션메타의 저항의 변화를 두어야 하는데 그 기준치 (표준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포텐션메타 저항의 변화를 위한 치의 크기와 매끄럽지 못한 연결부는 저항

의 변화를 야기하며 작업시 작업자의 개개의 경험에 의한 수정(포텐션메타저항)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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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각 차량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습니다. 

차량 노후화로 인한 포텐션 메타의 저항변화 (요구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시점에서 

포텐션 메타 저항값을 1노치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4노치에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 및 점검을 통해 향후 관련 검수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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