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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order to transport large cargoes in South Korea, domestic freight train connected 80 cars 
have been tested run through locomotive wireless distributed sequence coupling  control by domestic technology. 
The braking system of the freight train is an automatic air braking system. As the length of the configuration train 
becomes longer, the filling and exhaust time of BP pressure becomes longer, and the braking is sequentially 
applied and exhausted, resulting in a safety problem.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dissertation will be the basis of 
further operation of the long freight train and the improvement of the braking system through the test results in the 
configuration of the long freight train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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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국내에서 대용량 화물수송을 위하여 국내 자체 기술로 기관차 무선 분산 중련제어를 

통해 80량 장대화물열차를 시험 운행하였다. 화물열차 제동장치는 자동공기제동방식으로 편성 열

차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제동관 압력의 충기 및 배기 시간이 길어져 제동이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완해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국내 최초로 장대열차 편성에

서 현차 시험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장대화물열차의 운영과 제동장치 개선사항의 기초가 될 것이

다.

주요어 : 제동장치, 장대화물열차, 자동공기제동장치, P4a, 제동밸브

1. 서 론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물열차에는 화차

용 막판식 제동장치로 AAR 규격의 KRF-3 제
동장치와 UIC 규격 P4a 제동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P4a 제동장치는 화물열차의 속도향상

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고속화차에 

사용되고 있는 계단제동과 계단 완해가 가능

하고 단관 또는 복관에도 사용 가능한 제동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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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화물열차 편성에서의 제동장치 특성 분

석을 위하여 현차 제동시험은 P4a 제동장치

로만 50량 및 80량 단일 편성을 조성하여 전

기기관차 1량에서 단독 제어하는 경우와 전

기기관차 2량으로 무선 분산 제어할 경우 전

기기관차의 제동지령에 따라 각 차량의 제동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제동응답 및 지연 시

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측 측정값은 장대화물열차의 운영

과 제동장치의 개선사항을 연구하는 기초 자

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보

유하고 있는 150량 실차 제동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시험 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철도

차량의 기술발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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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화물열차 제동장치 비교

화차용 막판식 제동장치는 한국철도표준규

격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이루어지며 단품

성능시험과 편성제동성능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단품성능시험은 1량의 제동 부품으로 

구성된 조합시험이며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제동압력 충기시간을 공주시간(최대 공기압력

의 70% 도달시간)으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편성 제동시험의 경우 20량 또는 30량 기준

으로 제동압력 완해시간만 측정하게 되어있

다. 제동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적인 

제동거리 확보이므로 제동체결에 대한 기술

기준 정립도 필요하다고 보이며, 최근 40량까

지 운영하고 있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경우 

기술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1 Comparison of Brake system

2.2 제동시험

2.2.1 제동시험 조건 및 결과 예측

한국철도공사의 신조차량 전기기관차 도입 

시 39량 편성시험을 진행하였고 이때 12량과 

39량에서 만차 최대제동압력을 측정한 결과

를 바탕으로 50량에서의 결과를 다항함수식

을 사용하여 예측하였다.
예로, 제동관압력(BP)의 배기시간은

×차량 수  ×차량 수    
······················································식(1)
제동압력(BC) 충기시간은

×차량 수  ×차량 수    
······················································식(2)

식(1)에서 
×  ×       
······················································식(3)

식(2)에서 
×  ×       
······················································식(4) 

식(3)과 식(4)에 의하여 50량 제동관압력(BP)  
배기시간은 48초 제동압력 충기시간은 46초가 

산출되었다.
Fig. 1은 장대화물열차 시험계통도이며 화차 5

0량을 중간에 두고 전기기관차 2대를 분산시

켜서 전기기관차 1량 단독시험일 경우에는 후

미 기관차의 제동관 앵글코크를 차단하였고, 
전기기관차 분산 제어는 앵클코크를 개방하고 

선두 전기기관차 및 후미 전기기관차에서 동

시에 제동관압력(BP)을 제어하도록 공차에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1 Test Schematic Diagram

2.2.2 제동시험 결과

Table. 2와 Fig. 2는 50량 전기기관차 단독제

어에 의한 최대 상용제동 시험 결과 및 차트

로 화차 선두 1량과 후미 50량의 공주시간 

지연은 23.6초 제동완해시간은 30량에서 최대 

25.4초가 발생하였고, 50량 후미차량의 최대 

Divide KRF-3 P4a
Diaphragm Q’ty 1 2

Control method Step braking
Directly release

Step braking
Step release

AR application 
time Within 120sec Within 120sec

CR application 
time Within 45sec Within 45sec

Service Brake 
Equivalent 

response time
Within 10sec Within 10sec

Emergency  
Brake Equivalent 

response time
Within 3sec Within 3sec

Service speed 120km/h 120km/h

Brake cylinder 14inch×2 14inch×2
Brake cylinder 

pressure 196kPa/373kPa 157kPa/373kPa

Lever ration 9 : 1 7.68 : 1

Brake efficiency 90% 90%

Braking force - 160kN/365kN

Stopping distance 900m 900m
Brake pipe 

pressure 490kPa 490kPa



압력 충기시간은 40초(공주시간 32초)로 식(4)
의 결과와 비교하여 6초의 차이가 발생하였

다. 시험 차량이 공차임을 고려한다면 예측 

결과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Table. 2 Service brake test results(Locomotive 1car)

Fig 2. Chart of Service brake test results 
(Locomotive 1car)

Table. 3과 Fig. 3은 50량 전기기관차 단독제

어에 의한 비상제동 시험 결과 및 차트로 화

차 선두 1량과 후미 50량의 공주시간 지연은 

5.9초 제동완해시간은 20량에서 최대 44.2초
가 발생하였다.

Table. 3 Emergency brake test results     
(Locomotive 1car)

Fig. 3 Chart of Emergency brake test results 
(Locomotive 1car)

Table. 4과 Fig. 4는 50량 전기기관차 무선 중

련제어에 의한 최대 상용제동 시험 결과 및 

차트로 공주시간 지연은 최대 7.0초 제동완해

시간은 8.8초가 발생하였고, 단독제어보다 공

주시간은 16.4초 완해시간은 23.8초가 단축되

었다.

Table. 4 Service brake test results(Locomotive 2car)

Fig. 4 Chart of Service brake test results 
(Locomotive 2car)

Table. 5와 Fig. 5는 50량 전기기관차 무선 중

련제어에 의한 비상제동 시험 결과 및 차트

로 공주시간 지연은 최대 3.6초 제동완해시간

Divide Brake 
delay time

Brake 
equivalent 
response 

time
Release 

delay time
Release 

time
(0bar)

Locomot
ive 1.4s 8.2s 6.3s 46.0s

1car 0.7s 8.4s 5.8s 19.8s
10car 1.2s 22.0s 3.0s 21.4s
20car 1.7s 26.0s 15.2s 40.8s
30car 4.4s 26.0s 20.0s 45.2s
50car 3.4s 32.0s 23.2s 43.6s

Divide Brake 
delay time

Brake 
equivalent 
response 

time
Release 

delay time
Release 

time
(0bar)

Locomot
ive 0.4s 1.8s 37.0s 91.0s

1car 0.2s 2.8s 13.4s 24.0s
10car 0.7s 4.3s 23.4s 44.0s
20car 1.2s 5.8s 45.6s 68.2s
30car 1.7s 7.0s 46.2s 64.6s
50car 2.9s 8.7s 49.6s 65.2s

Divide Brake 
delay time

Brake 
equivalent 
response 

time
Release 

delay time
Release 

time
(0bar)

Locomot
ive 1.2s 7.6s 5.4s 20.0s

1car 0.4s 8.6s 5.2s 17.0s
10car 1.0s 15.6s 6.8s 19.0s
20car 1.4s 13.6s 8.8s 21.4s
30car 2.0s 12.8s 9.2s 21.2s
50car 0.9s 10.6s 4.2s 12.6s



은 18.4초가 발생하였고, 단독제어보다 공주

시간은 3.3초 완해시간은 28.4초가 단축되었

다.

Table. 5 Emergency brake test results    
(Locomotive 2car)

Fig. 5 Chart of Emergency brake test results 
(Locomotive 2car)

시험결과 전기기관차 1량 제어에서는 제동

체결은 선두 화차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작용

하였고 제동완해는 중간 화차에서 지연되었

으며, 전기기관차 2량 분산 제어에서는 제동

체결과 완해시간 모두 중간 화차가 가장 늦

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기관차 2량 분산 제어 

시 선두와 후미에 있는 전기기관차에서 동시

에 제동관압력(BP)을 제어하므로 전기기관차

에 근접한 화차부터 제동작용이 일어나고 제

어량이 2배가 되므로 제동체결 및 완해시간

도 약 2배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화차 80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50량 시험결과

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전기기관차 1량으로 

80량 편성열차를 제어할 경우에는 계단제동 

작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는 제동관압력

(BP)의 배기지연 현상으로 무효 감압량에서는 

제동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동공기제동장

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 론

장대화물열차 50량 및 80량에 대한 전기기

관차 단독 및 분산 중련제어 시험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현차에서 시험결과를 도출하였

다. 전기기관차가 최대 40량 편성열차를 운행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

철도표준규격의 편성제동성능시험 기준과 시

험방법에 대하여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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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 Brake 
delay time

Brake 
equivalent 
response 

time
Release 

delay time
Release 

time
(0bar)

Locomot
ive 0.4s 1.7s 28.4s 58.2s

1car 0.2s 2.4s 13.8s 24.4s
10car 0.6s 4.0s 22.4s 34.0s
20car 1.2s 5.2s 27.8s 39.8s
30car 1.6s 5.4s 24.6s 35.8s
50car 0.4 1.8s 13.0s 21.4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