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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GEC, VVVF train is mounted in the cab on the Improvement of Brake 

Controller checks were carried out.
Brake Controller in a single-acting snap action switches, double acting snap action switches, 

and terminals associated with all the parts individually checked, rather than the current trains, 
and the same conditions, the overall depth review and analysis through the improvements in the 
meantime, failure to advance found by processing station Minimal and directly related to the 
safety of disabled passengers, the train station to contribute to safety in this study began.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GEC, VVVF 전동차 운전실에 취부 되어 있는 Brake Controller 점검방법 개선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Brake Controller내의 단동 스냅동작 스위치,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 및 단자대와 연결된 모든 

부품을 개별적 점검이 아닌 현 전동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전반적인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

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고장을 사전에 발견해 처리함으로써 운행 장애 최소화 및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전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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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론적 고찰

1.1 개 요

제어기 핸들의 수평 조작은 운행 시 제동 작동에 필요한 코드 시퀀스상의

전기신호연결에 의해 각 회로를 구성하는 스냅동작 스위치를 동작시킨다.

1.2 정 격

제어회로 전압 DC 100V

1.3 구 조

후부 및 상판을 구성하는 견고한 강판 브라켓트에 취부대가 고정되어 있다.

축 및 상부 연장부분은 각 끝이 지지되어 회전하며 브라켓트 위쪽에 고정된 하우징

안으로 나와 있다.

제어 핸들은 축의 사각형으로 된 윗부분에 삽입되어 갖가지 필요한 제동위치로 축을

돌릴 수 있다.

축에는 두 블록의 알루미늄 캠열이 있고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부 캠블럭은 축의 연장부에 붙어있고 모든 캠은 제어기 핸들 조작으로 회전한다.

축의 하단 연장부는 핸들 운동을 적정위치로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4개의 강제(STEEL) 기둥이 취부 브라켓트 윗면 및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2열의 레버 작동에 의한 스냅 동작스위치, 2열의 터미널 및 한열의 자석에 의한 아크를

소거하는 대용량 스위치 후드가 이 기둥에 배열되어 있다.

제어기 베이스는 얇은 강판으로 씌워졌으며, 전면 및 측면은 얇은 강판의 분리시킬 수

있는 커버를 씌웠다.

1.4 동작설명

제어기 핸들을 돌림으로써 회로를 구성하는

대용량, 단동 스냅동작,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를 동작시키게 된다.

비상위치에서 Shut Down으로 움직일 때 상부커버에 있는 버튼을 당겨야 한다.

Shut Down에서는 제어기에서 핸들이 분리된다.

스프링 압력에 의한 암이 정확한 제동단계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 톱니형 캠에 물린

로울러를 잡아주고 있으며, 로울러를 또 다른 캠에 물리게 함으로써

비상위치에 진입 할 때는 약간의 핸들저항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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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 비

1.5.1 일상정비

정기적인 정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제동장치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규시험의 한 부분으로 작동을 점검한다.

관련 전원을 차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해하거나 기기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2 취거 및 교체

차량시험에서 고장 난 스위치는 제어기 커버를 벗기고 교체하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교체한다.

가. 단동 스냅동작 스위치

스위치 단자대에서 전선을 분리시키고 스크류를 제거하면 스위치가 분해된다.

새로운 스위치를 분해의 역순으로 부착하고, 동작 레버 로울러는 제어기 전면으로

향하도록 한다.

나.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

스위치 단자대에서 전선을 분리시키고 2개의 스크류를 제거하면 스위치가 분해된다.

새로운 스위치를 분해의 역순으로 부착하고, 동작 레버 로울러는 제어기 전면으로

향하도록 한다.

다. 대용량 스위치

2개의 스위치 단자대에서 전선을 제거하고 단동 스냅동작 스위치를 고정하는 스크류를

풀고 스위치를 분해한다.

새로운 스위치를 분해의 역순으로 취부 한다.

스위치를 취부하기 위해서는 스위치가 맞도록 자리가 파져 있고 취부 부분과

스위치 몸 사이에는 절연체를 끼워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용량 스위치의 접점을 청소하는데 힌지로 된

후드를 젖혀서 접점이 보이도록 하고 스위치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접점청소는 규소-카아바이드 페이퍼로 실시하며, 마포나 화학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청소 및 점검

모든 스위치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하나 재사용하려면

주의하여 어떤 소손이나 결함이 없나를 살펴야 한다.

마른 천으로 닦아내고 새로운 스위치와 작동상태를 비교한다.

작동이 빈번한 스위치는 주의하여 접점을 닦아내야 한다.

마른 브러시나 천으로 터미널 블록을 닦아낸다.

손상이 있는 조립품은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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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브러시나 천으로 배선 하네스 조립을 닦고 손상이 있는 조립품은 교체한다.

다른 모든 부품은 청소한 다음 건조 시킨다. 콘트롤러 후레임에 고정된 모든 블록과

필러의 손상을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기존의 Brake Controller 시험기가 없을 때의 점검 방법은 육안 점검을 하고

대용량, 단동 스냅동작,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들의 동작 상태를 개별적으로

멀티 테스터기를 이용해 도통 시험을 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하였다.

2. Brake Controller 시험기를 이용한 점검방법 개선내용 및 적용

이상과 같이 Brake Controller의 대략적인 구성 및 점검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Brake Controller내의 대용량, 단동 스냅동작,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들을

상용제동 라인의 중간, 중간을 점검하는 개별적 점검이 아니라

기관사가 요구하는 상용제동력을 Brake Controller 시험기를 이용해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흐름을 확인하는 전반적인 상용제동 라인을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정비신뢰도가 향상된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간단하고 휴대하기 편하고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Brake Controller 시험기를 제작하였다.

                  

                 Fig.1 Brake Controller 시험기  

    

                Fig.2 Brake Controller 시험기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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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동스위치     단자대   단동스위치

                                      

                                      

                                      

                 Fig.3 Brake Controller       

             Fig.4 스텝별 상용제동라인 점검 LED 점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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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STEP

Fig.5 Brake Controller 시험기를 이용한 점검 방법(전→후)

3. 결론

이상과 같이 Brake Controller 시험기를 이용하여 상용제동선인 27선, 28선, 29선을

연결하여 Brake Controller내의 상용제동 라인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대용량, 단동 스냅동작,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들의 정상 동작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Brake Controller 시험기로 현 전동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Brake Controller를 정확하게 점검함으로서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동관련 고장으로 인한

열차 운행지연 최소화 및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Brake Controller의 문제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라며

향후 Brake Controller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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