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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 brake system of KTX effectively distributes air to brake panel in each bogie. System consists of carrying 
bogie brake panel, motor bogie brake panel, driver's valve panel, pneumatic auxiliary panel and other accessories. 
For the prove endurance, confirm test number. Distributor and control moderable magnet valve are 500,000 times 
and respectively, carrying bogie MR/BP cut-out cock are 12,000 times. Tests satisfy all of condition until now. 
Developments conduct a performance test to brake tester of domestic manufacturer and operating authority.

1. 서론
KTX 공기제동장치는 대차 당 제동패널을 구성하여 각 대차에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또한 객차

대차 제동패널, 동력대차 제동패널, 기관사 제동패널, 공압보조패널, 기타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운행 중인 KTX와 동종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산화개발이 국가R&D사업인 미래철도기술
개발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산화 개발품은 패널의 중복된 부품을 
제외하면 순수 47종이다. 객차대차 제동패널은 패널을 포함하여 분배밸브, 중계밸브 등 8종, 동력대차 
제동패널은 제동절환변, 역조절전자변 등 11종, 기관사 제동패널은 메인중계변, 파일럿감압변 등 8종, 
공압보조패널은 비상제동전자변, 살사차단콕크 등 6종, 현가장치 및 기초제동장치 14종이다. 이 중에 이
중제동표시기, 제동완해표시기, 주차제동실린더, 레벨링밸브는  KTX산천과 호환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서는 객차대차 제동패널의 분배변, 동력대차 제동패널의 역조절전자변, 객차대차 MR/BP차단변을 주요 
핵심부품으로 선정하여 현재 내구성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부품으로 선정된 3종에 대한 주
요 특성을 알아보고, 성능시험과 내구성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주요 특성
 2.1.1 분배변
객차대차 제동패널에 설치되어 있는 분배변은 제동체결 시에는 보조공기통에서 제동통으로, 제동완해 

시에는 보조공기통에서 제동통 공기를 차단하거나 배출하는 관계를 만들어준다. 기준 압력이 되는 콘트
롤 공기통의 압력이 분배변의 메인장치에 항상 작용하여 제동관에 압력변화가 생기면, 이동메카니즘이 
움직여 메인밸브의 위치가 결정되게 된다. 즉 열차에 충기가 이루어지면 분배변의 주막판의 아래에는 
CR(Control Reservoir, 제어공기통, 기준압력 : 약 5bar의 일정압력), 주막판의 윗 부분에는 BP(Brake 
Pipe, 제동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BP의 압력변화(0~5.4bar)에 의해 주막판의 균형이 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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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막판과 같이 상하로 움직이는 메인롯드(중공축)의 움직임에 의해 윗부분의 메일밸브가 열리거나(=
제동 시), 닫힘(=균형 또는 완해 시)이 결정된다. BP감압량이 1.5bar에 달하면 전제동이 체결되며, 공
기전파속도가 높고, 계단제동 및 계단완해가 우수하다.

 2.1.2 역조절전자변
동력차대차 제동패널에 설치되어 있는 역조절전자변은 분배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전류에 의해 제어되

며, 파일럿압력을 공급하여 중계변으로 보낸다. 전자석 코일, 조정스크류, 레버, 중공롯드, 막판, 더블밸
브, AR(Auxiliary Reservoir, 보조공기통) 공급 체크밸브, 스프링으로 구성된다. 운전위치는 전류가 최
대 220㎃로 여자되고, 파일럿압력은 우측 아래 중공로드를 통해 대기와 연락된다. 제동위치는 전류가 
감소되고, AR로부터 파일럿 압력을 공급된다. 균형위치는 파일럿압력이 상승하면 우측아래 막판에도 압
력이 증가하여 좌, 우 양측의 힘이 같아진다. 즉 우측의 중공로드가 아래로 누르는 힘과 좌측의 로드가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같다. 레버는 수평으로 되고 밸브는 닫혀서 AR로부터 파일럿 압력 공급이 차단된
다. 완해위치는 전류가 증가되고, 좌측의 로드 조립체가 위로 올라가고, 우측아래 막판에 작용하던 압력
이 중공로드를 아래로 움직여 파일럿압력을 대기로 배출한다.

 2.1.3 객차대차 MR/BP차단변
제동패널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MR(Main Reservoir Pipe, 주공기) 밸브는 MR차단기능을, BP밸브

는 BP차단기능을 가지며, 각각 다이나믹 필터를 내장하고 있다. 동력차용 MR/BP 차단변과 비교하면, 
기능이나 형상이 유사하나 압력테스트 포인트가 있는 차이점이 있다. 차량 장착 및 급기구 및 배기구 
필터링 목적인 홀더와 레버의 위치에 따라 MR/BP를 공급 및 차단하는 상부몸체, 다이나믹 필터, 먼지 
집진을 위한 하부몸체로 구성된다. 홀더에는 MR과 BP의 급기구가 각각 1개씩 있으며, 하부몸체는 MR 
및 BP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차단 축이 MR과 BP측에 각각 1개로 구성된다. 필터는 금속재질의 다이
나믹 필터로써 MR/BP에 각 1개씩 취부된다. 홀더의 급기구로 공급된 공기는 차단변 내부로 인입되며, 
하부몸체 내부 벽면을 따라 하강한 뒤 다이나믹 필터로에서 여과된 뒤 하부몸체의 배기구를 통해 배출
되는 구조이다. 

 2.2 성능 시험
 2.2.1 분배변
분배변의 형상과 성능시험은 그림 1과 같으며,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연구기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AB 시험기를 이용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9월 20일 현재 3회의 누설시험, 
작동시험, 용량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품의 성능과 설계기준치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였다. 

 2.2.2 역조절전자변
  역조절전자변은 형상과 성능시험은 그림 2와 같으며,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

다. 9월 20일 현재 5회의 코일저항 측정시험, 기밀시험, 작동시험, 충기시험, 배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품의 성능과 설계기준치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였다. 

 2.2.3 객차대차 MR/BP차단변
 객차대차 MR/BP차단변의 형상과 성능시험은 그림 3과 같으며,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나

타내었다. 9월 20일 현재 12회의 누설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품의 성능과 설계기준치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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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배변의 부품 및 시제품 외형, 성능시험

[그림 2] 역조절전자변의 부품 및 시제품 외형,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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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시험항목 기존품 개발품(3회/평균)

( 설시험)

완해 치 설시험

각 배기공 비 방울 20 간 유지,

CR 30 간 압력강하가 없어야 함
양호 양호

( 설시험)

제동 치 설시험

각 배기공 비 방울 20 간 유지,

CR 0.025bar/min 이내압력강하
양호 양호

(작동시험)

무효감압시험
BP감압이 최  0.4bar/1min일때 

제동작용이 없어야함 제동작용 없음 제동작용 없음

(작동시험)

제동감도시험
BP감압이 최  0.4bar/6sec일때 

제동작용이 없어야함 제동작용 없음 제동작용 발생

(작동시험)

완해감도시험
제동이 완해되어야 한다 완해(양호) 완해(양호)

(작동시험)

계단제동시험
BP 감압에 의해 BC 압력이 
계단 으로 상승해야한다 계단 상승함 계단 상승함

(작동시험)

최 유효BP감압시험
BP 압력 1.3 bar ～ 1.6 bar사이 1.3 bar 1.5 bar

(작동시험)

계단완해시험
BP 상승에 의해 BC 압력이 
계단 으로 상승해야한다 계단 하강함 계단 하강함

(작동시험)

BC재충기시험
BC 압력은 재충기되어야 하고 

0.15bar 이하 감압 재충기(감압없음) 재충기(감압없음)

(작동시험)

과충기방지시험
CR, AR 압력이 0.2 bar 이하 0.1 bar 0.05 bar

[그림 3] 객차대차 MR/BP 차단변의 부품 및 시제품 외형, 성능시험

[표 1] 분배변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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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험)

BC최 압력시험
BC 압력은 3.8±0.1bar 3.8 bar 3.85 bar

(작동시험)
완해변작동시험       
-상용제동후

BC 압력은 1bar 이하에서 안정 0.5 bar 0.6 bar

(작동시험)

완해변작동시험       
-비상제동후

CR 압력은 0.4bar까지 65 내에 
강하 약 40 약 45

(작동시험)
완해변작동시험       

-완 완해

CR, AR 압력은 0bar로

배기
양호 양호

(용량시험)

제동시간시험
BC 압력 0 ～ 3.6 bar 상승시간 

3～5 약 4 약 3.3

(용량시험)

배기시간시험
BC 압력 3.8 ～ 0.4 bar 배기시간 

8  이내 약 5 약 6

[표 2] 역조절전자변의 성능시험 결과

성능 시험항목 기존품 개발품(5회/평균)

코일 항 측정시험 210Ω ± 8% 216Ω 214Ω

공 , 출력회로밸

기 시험
0.008bar/1min 이내 0 bar 0 bar

EVM 공 회로

기 시험
0.022bar/1min 이내 0 bar 0 bar

PEAK LIMITING 
SUPPLY CIRCUIT 

기 시험
0.022bar/1min 이내 0 bar 0 bar

MAX. PRESSURE
GENERATED BY 

THE

LIMITER 작동시험

3.8bar ± 0.1 3.8 bar 3.8 bar

DIRECT AND 
INVERSE

MOBILITY

비상공기통 압력의 하강  상승은 
0.05bar 이상일 것. 양호 양호

VERIFICATION BY 
INTERVALS

200mA, 0.1bar 이하 0.05 bar 0.05 bar

150mA, 1.03 ～ 1.23 bar 1.10 bar 1.20 bar

100mA, 2.22 ～ 2.42 bar 2.29 bar 2.32 bar

60mA, 3.17 ～ 3.37 bar 3.31 bar 3.23 bar

0mA, 3.75 ～ 3.85 bar 3.80 bar 3.78 bar

60mA, 3.27 ～ 3.47 bar 3.32 bar 3.36 bar

100mA, 2.32 ～ 2.52 bar 2.42 bar 2.44 bar

150mA, 1.13 ～ 1.33 bar 1.25 bar 1.27 bar

200mA, 0.2bar 이하 0.05 bar 0.05 bar

100mA ～ 100mA 

히스테리시스 0.05 이상
양호 양호

충기시험 충기시간 4 ± 0.5 양호 양호

배기시험 배기시간 4 ± 0.5 양호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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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객차대차 MR/BP 차단변의 성능시험 결과

성능 시험항목 기존품 개발품(12회/평균)

설시험(닫힘) 0.02bar/1min 이내 0.01 bar 0.01 bar

설시험(공 ) 0.02bar/1min 이내 0.01 bar 0 bar

쵸크 설시험 0.02bar/1min 이내 0.01 bar 0.01 bar

 2.3 내구성 시험
 내구성 시험은 그림 4와 같다. 분배변과 역조절전자변에 대해 각각 50만회의 내구성시험 목표를 정

하였다. 공기제동 사용빈도와 주행경로의 각 역마다 정차한다고 가정, 부품 잠재수명을 고려한 공기제동 
동작 횟수를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분배변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역조절전자변은 4월 20일부터 진행
하고 있다. 9월 20일 현재 분배변은 399,973회, 역조절전자변은 405,883회의 시험이 진행되었다. 역조
절전자변의 경우 최고 입력 전류치 해당 출력압력을 확인하였고, 분배변의 경우 비상제동조건 기준의 
출력압력(비상제동압력)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동작 상태와 출력압력이 정상으로 나타났다. 50만회의 
내구성시험 완료 후에는 제품을 완전 분해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객차대차 MR/BP차단변은 12,000회로 정하였다. 검수주기와 기능 확인상 주 1회 작동한다고 가정하
여 설정하였다. 2011년 6월 29일부터 진행하여 9월 20일 현재 12,556회의 시험이 진행되었다. 1,000
회 마다 연구기관에서 제작한 제동밸브 시험기로 누설시험 및 고무마모상태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만
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배변 역조 자변 객차 차 MR/BP차단변 

[그림 4] 내구성 시험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객차대차 제동패널의 분배변, 동력대차 제동패널의 역조절전자변, 객차대차 MR/BP차

단변을 주요 핵심부품으로 선정하였다. 핵심부품으로 선정된 3종에 대한 주요 특성을 알아보았다. 성능

635



시험과 내구성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현재까지 모두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종 만족한 성능이 입
증되어야만 현차 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진동 및 환경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내구성 시험 목표와 만족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운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동시험기로 최종 성능시험을 실시하
며, 현차시험을 통해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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