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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concern about the reliability of railway vehicles is increasing, Many studies 
on reliability is in progress. But, the existing railway cars have been running without any 
specific criteria for vibration. So, we looked into the effect of the vibration and braking devices.

                                 국문요약

최근 들어 철도차량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중인 철도차량의 경우 명확한 진동에 대한 기준이 없

이 제작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진동과 제동 작용장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동 작용장치 ( BFC )  : 제동계통에 있어서 실제 제동을 체결하는 장치

푸리에 급수 ( Fourier series ) : 전기적 기계적 진동계, 음파, 파동, 교류전압과 전류의 파형 등 주기적함수로  

                                  표현되는 주기적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 공학에 주로 적용되는 급수.       

                                  이러한 주기함수는 수학적으로 sin 또는 cos 함수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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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도시철도차량 제작사양에 명확한 진동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

며, 대부분 차체, 대차등 대형모듈 단위의 진동에 대한 기초적인 조항만 있을뿐이다.

이에 제동 작용장치에 진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상구간을 운행하는 차량과 달리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많은 곡선과 기울기의 변화

를 가질수밖에 없다. 

잦은 곡선의 변화는 곡선저항의 변화를 발생 시킨다.

(곡선저항은 곡선반경. 캔트량. 대차구조. 레일형상 및 운전속도의 인자에 의하여 변화한다)

곡선저항의 변화는 진동의 변화로 이어져 제동 작용장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영향은 제동 작용장치의 제동력저하를 발생시키며 제동력저하는 제동력 발생시 제동력 

불균일을 발생시켜 열차정차시 정차위치의 부정확성을 발생 시킨다.

또한 최근의 역사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한 정차위치의 중요성은 이루어 말할수 없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동 작용장치인 BFC 에 대한 진동의 영향을 살펴보고 

진동이 제동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동 작용장치 ( BFC ) 부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2. 제동 작용장치의 비교

   기존 제동 작용장치는 고무재질의 다이아프램

   을 사용하여 진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일정한 제동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제동작용장치와는 달리슈 마모에 따른  

                                           보상및 적정간격 확보를 위한 자동보상 장치  

                                           가 있다.

                                           

        

    

       그림1. 제동작용장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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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호차 3호차 5호차 6호차 9호차

1위측정 42 48 35 37 37

2위측정 43 48 34 37 37

3위측정 41 43 38 35 29

4위측정 39 45 42 33 39

5위측정 36 48 35 33 37

6위측정 33 37 42 34 39

7위측정 42 34 36 37 35

8위측정 33 32 36 43 43

자동보상 장치의 구조를 살펴보면 스쿠류나사의 원리를 이용하여 항상 브레이크 슈와 패드

의 적정간격을 유지하게 끔 설계되어 있다.

                       그림2. 신형 제동작용장치 구성도

그러나 많은 장점을 지닌 제동 작용장치이기는 하나 그 구조면에서 진동에 대한 단점을 지

니기도 한다.

스크류 나사산은 작용하는 힘의 전달이 나사산의 모양과  각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

나사산의 마모로 인해 힘( 제동력 )의 전달이 감소된다.. 나사산의 모양과 각도는 측정하는 

방법과 사람에 따라 수치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나사산은 제동력 전달시 마모에 취약성

을 보인다.

3. 마찰열을 이용한 제동력 측정

충분한 제동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브레이크슈와 디스크의 온도를 측정하여 발생하는 

온도의 변화정도에 따라 검토하여보았다.

제동력과 온도상승은 정비례하는 것으로 낮은 온도상승을 보이는 제동작용장치는 제동력에

서 타 제동 작용장치에 비해 제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수있다

                          표1. 일산선 381편성 T-car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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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호차 3호차 5호차 6호차 9호차

1위측정 38 34 41 44 33

2위측정 38 42 52 41 33

3위측정 31 33 34 37 38

4위측정 32 40 47 36 38

5위측정 40 43 35 41 36

6위측정 36 42 48 43 38

7위측정 32 43 49 33 45

8위측정 33 44 38 48 36

                         표2. 일산선 384편성 T-car 온도

전동차에서의 제동작용장치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다.

표1.2 에서 보아 알수있듯이 시험기에서 통과한 제동작용장치도 차량 장착후 충분한 제동력

을 발생하지 못하는 제동작용장치가  것으로 보여짐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제동거리.. 주행거리.. 속도및 브레이크 슈와 패드의 접촉상태에 따라서 온도의 차이는 

있을것이다.... 

그러나 량, 또는 편성단위로는 같은 제동력을 발생해야한다. 예를 들어 같은 량에서 3개의 

제동기와 1개의 제동기에서 상당한 온도차이가 발생한다면 1개의 제동기는 충분한 제동력

을 발생하지 못했다고 볼수있다. 

시험기에서 측정한 상태와 차량장착 후 발생하는 제동력 차이는 차량운행중 ( 제동시 )   

발생되는 진동의 영향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에 차량내, 외부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살펴 보았다.

4. 인용자료 (실험)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워터풀 다이어그램을 보면

                             

                           그림4. 진동 워터풀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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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HZ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일시적 큰폭의 진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차량의 가속초기및 

제동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200 HZ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일정한 발생정도로 보아 운행중 발생하는 일반적 진동및   

차량의 고유진동 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외부에서의 진동측정 자료를 살펴보면   

                        그림5. 터널내부및 인접구조물의 진동

불규칙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널 내부에서의 진동은 열차 교행시 상

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영향은 한방향 운행시 보다 더 증가가 예상됩니다.

여러 진동의 파형중 어떠한 진동이 제동 작용장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정확히 표현

할수는 없으나 전체적의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푸리에 급수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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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s + cos2 + .... + cos + ....

               + sin + sin2 + ...  + sin + ....

        =    +
  

∞

cos + 
  

∞

sin

()    =   + ( cos+sin ) + ( cos2 +sin2 ) + ...

        =    + sin (+) + sin(2+) +sin(3+)+ ...

        =    +
  

∞

Asin(+)

진동의 크기가 배가 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진동은 제동 작용장치 의 스크류나사 

(자동보상장치) 에 영향을 미치며 제동력저하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제동 작용장치의 제동력저하의 한 원인 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진동에 대해 살펴보

았다. 진동의 크기와 주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다르겠지만 진동이 제동력 공급에 영향

을 미처 제동력 공급의 불균일성을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에 진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장치의 부착 및 제동 작용장치의 제작시 진동에 대한 엄격

한 시험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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