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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설비 시스템 및 그 시험방법

요약

본 발명은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 설비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시험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시험대상물인 

추진장치를 장착하는 시험대와; 컨버터 변압기와 직류전원 컨버터로 구성된 직류전원설비와; 상평형장치, 전압조정

변압기 및 역률개선장치로 구성된 교류전원설비와; 유도발전기 및 양방향성인버터로 이루어지는 부하설비와; 추진장

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계측설비와 전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추진장치의 시험설

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식시험, 조합시험 및 열차 운행 모의시험을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열차의 추진장치에 부착되는 기기와 부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생산된 제품을 시험하므로서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고, 설비를 경제적으로 운용하고 운전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지보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양

방향성 인버터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회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고, 실내 온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추진장치, 양방향성 인버터, 견인전동기, 부하설비, 열차 운행 모의시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설비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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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열차의 형식시험 및 조합시험의 블록도,

도 3은 열차 운행모의 시험설비 블록도,

도 4는 열차 운행모의 시험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도 5는 도 4에서 동적 시뮬레이션에 대한 플로우차트,

도 6은 형식시험 및 조합시험의 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도 7은 열차의 표준 운전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 도 8은 제 1항의 열차 추진장치의 배치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9는 

제 1항의 구성요소의 결합관계를 설명하는 블럭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설비 2: 직류전원설비

3: 교류전원설비 4: 부하설비

5: 역률개선장치 6: 인버터

7: 컨버터 8: 견인전동기(TM)

9: 시험대(Test bed) 10: 제어장치

11: 표준신호처리(DAQ System) 12: 파워미터

13: 온도계측기 14: 동력계측기(토크,RPM 측정)

15: 부하인버터(Load Inverter)

16: 피시험체용 인버터(Traction Inverter)

17: 속도센서 18: 유도발전기

20 : 실시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설비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시험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전동기로는 기동토크가 좋은 직류전동기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전기자(segment) 접점

의 수명이 짧아서 자주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도전동기를 대체하였으나 

기동토크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열차 편성에서 걸리는 하중이 평균치 보다 높기 때문에 유도전동기의 

기동력으로는 충분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상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즉, 직류구간에서는 인버터를 사용하

고, 교류구간에서는 VVVF CI(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Converter Inverter)를 사용하고 전압과 주파

수를 가 변하여 추진장치를 제어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 "열차의 추진장치"라 함은 열차에 장착된 1대의 컨버터/인버터와 2대 또는 4대 견인 전동기(Traction M

otor)가 조합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열차에는 M(Motor) car 와 T(Trailer) car가 있는 데, M car에만 추진장치가 

장착된다. 추진장치가 운행 중에 견인력(Traction Power) 및 제동력(Breaking Power) 등 기기성능을 제대로 발휘

하는 지를 주기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가 있어야 열차 운행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험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이러한 추진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시험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인버터와 견인

전동기를 따로 떼어서 시험하고, 또한 고정된 부하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하므로 기기 성능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설비 운용시 안전과 환경의 적합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견인전동기의 경우 계속 회전시키고, 관성력을 저항부하로 만들어서 피시험체를 시험하기 때문에 정확성

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견인인버터(Traction Inverter)를 시험할 경우 부하설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열차 구간에서 예상되는 열차정보나 트랙정보등 가변되는 실시간 정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시험하기 때문에 시

험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도 8은 제 1항의 열차 추진장치의 배치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동차(여기서는 열차 1량)에

전력이 공급되어 전동차의 하부에 놓여 있는 4개 바퀴를 회전시키는 추진장치의 배치관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전

원은 한전 측에서 공급하는 전력선에 의해서 집진장치(팬타)에 의해 추진장치에 공급되고, 직류구간에서는 DC 750V

~ 1500V, 교류구간에서는 AC 22,000V 가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열차 1량에는 1대의 컨버터/인버터(C/I)와 2 대 또

는 4 대의 3상교류 모터가 결합되며, 모터의 용량은 보통 300 KW, 1100 KW이다. 열차에 전원이 공급되면, 직류구간

에서는 인버터로 통해서 직류가 교류로 변환되어 교류전동기에 전력이 공급되어 모터를 회전시키고, 열차 바퀴를 모

터에서 나오는 추진력으로 회전시키고, 교류구간에서는 컨버터에서 22,000V를 직류로 변환시켜 전압을 내린 후 인

버터에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서 모터를 회전시킨다. 이러한 추진장치를 전동차에 장착하기 전에 사전에 특정한 

시험소에서 추진장치를 시험해서 여러 가지 성능을 시험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식시험에서는 인

버터의 성능을 측정하고, 조합시험에서는 컨버터/인버터를 견인전동기와 조합하여 견인력 등을 시험하고, 열차 운행 

모의시험을 할 경우에는 추진장치가 열차에 장착되어 실제 노선을 운행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의로 열차정보

와 트랙정보를 입력하고 저항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피시험체인 추진장치의 견인력에 부하로서 작용시키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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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노선에 운행하는 열차의속도,가속도,견인력,제동력을 측정한다.

최근 공개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 10-0317558호(공고일 : 2001.12.24, 출원인: 한국철도연구원) "시운전시 성

능시험 제어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은 철도차량 시운전 시험항목에 관련된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열차 시운전시 성능시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발명은 열차를 시운전하면서 성능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고, 부착되는 추진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에 대한 

설비 시스템에 관한 기술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인버터 형식시험, 컨버터/인버터와 견인전동기 조합시험 또는 열차정보와 트랙정보를 감안하고, 부하를 고려한

열차 운행 모의시험을 할 수 없었다. 최근 직류전동차, 직류 경량전철, G7 고속전차, KTX 고속전차 등 다양한 종류의

열차에 부착된 피시험 대상물인 컨버터/인버터 및 전동기의 성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가 갖

추어지지 않아서 열차의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한 발명으로, 열차에 장착되는 인버터의 형식시험, 인

버터와 견인전동기 조합시험 뿐만 아니라, 특정 열차 및 노선구간에서 예상되는 열차정보 및 트랙정보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열차 운행 모의시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열차 운행 모의시험 경우에는 추진장치가 열차에 장착되어 실제 노선을 운행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의로 

열차정보와 트랙정보를 입력하고 저항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피시험체인 추진장치의 견인력에 부하로서 작용시

키므로서, 실제 노선에 운행하는 열차의 속도, 가속도, 견인력, 제동력을 측정한다. 따라서 열차가 주행시 예상되는 열

차정보와 실제 승객이 탑승한 것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 부하설비에서 열차가 운행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열차 운

행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직류전동차(EMU), 직류 경량전철(LRV), G7 고속전차, KTX 고속전차(TGV)에 부착된 여

러 종류의 인버터와 전동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험하는 시스템과 시험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과 부수되는 많은 효과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 설비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시험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열차의 추진장

치를 시험하는 설비 시스템에 있어서, ⅰ)시험대상인 피시험 추진장치를 장착시키는 시험대와; 컨버터 변압기와 직류

전원 컨버터로 구성된 직류전원설비와; 상평형장치, 전압조정변압기 및 역률개선장치로 이루어진 교류전원설비와; 

유도발전기와 양방향인버터로 구성된 부하설비와; 추진장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계측설비와 시스템을 제어

하는 제어장치로 설비 시스템이 구성되고, ⅱ)상기 계측설비는 시험대, 부하설비 및 제어장치와 각각 연결되며, ⅲ)직

류구간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추진장치를 시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대를 중심으로 직류전원설비와 제어장치 및 부

하설비가 각각 연결되고, 제어장치와 직류전원설비 및 부하설비가 직렬로 연결되어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ⅳ)교류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추진장치를 시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대를 중심으로 교류전원설비와 제어장치 및

부하설비가 각각 연결되고, 제어장치와 교류전원설비 및 부하설비가 각각 직렬로 연결되어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피시험체용 인버터에서 발생된 견인력에 의하여 견인전동기가 정방향으로 회전하고, 상기 제어설비의 지

령에 의한 속도제어신호에 의하여 유도발전기가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부하력이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부하설비의 부하인버터는 양방향성 인버터로서, 추진장치의 역행시는 발전기로 작용하여 견인전동기의 견인력

과 이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유도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부하력과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력을 부하인버터를 

통하여 전원설비로 되돌려 보내어 전기에너지를 회생시키기도 하고, 추진장치의 제동시에는 전동기로서 작용하여 전

원설비의 전기에너지를 부하력을 발생시키는 동력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부하설비는 열차에 승객이 타고 있다는 것을 가상하여 만든다.

상기 계측설비는 피시험체용 인버터의 출력전력을 측정하는 파워미터와; 피시험체용 인버터와 견인전동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측기와; 견인전동기와 유도발전기를 연결하는 회전축에서 발생하는 토크와 회전수를 측정하는 동력

계측기와 상기 파워미터의 측정결과와 동력계측기의 측정결과를 처리하는 표준신호처리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 제어장치는 PC와 PLC가 직렬로 연결되고, 피시험체 용 인버터에 견인력 지령신호를 보내고, 표준신호처리기의

측정결과에 따라서 부하인버터에 부하력 지령신호를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추진장치의 시험방법은 상기 추진장치 시험설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버터에 대하여는 형식시험을 

하고; 컨버터/인버터와 견인전동기를 조합하여 조합시험을 하고; 컨버터/인버터와 견인전동기를 조합하고, 열차정보

와 트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열차의 운행모의 시험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참고로 ⅰ) 인버터의 형식시험에서는 인버터의 성능을 각각 측정하여 냉각 시험, 부호기능 및 측정기

기 시험, 전력변환기 제어 기능시험 , 경부하 시험, 온도상승 시험 및 부하급변 시험을 실시한다. ⅱ) 컨버터/인버터와

견인전동기를 조합한 조합시험에서는 온도상승 시험, 토오크 특성 시험(역행, 제동),효율특성 시험, 병렬운전 시험, 

보호 시스템 시험, 차륜슬립(슬라이드)모의 시험 등을 시험한다. ⅲ)열차 운행 모의시험은 주로 실시간 운전 모의 시

험, 운행 패턴에 따른 온도 상승 시험, 사고시 보호장치 동작 시험, 추진장치 구성품간의 인터페이스 시험 등이다.

상기 조합시험과 운행모의시험에서 사용하는 인버터는 양방향성 인버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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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진장치의 형식시험 및 조합시험은 피시험체와 주변기기, 전원장치 및 부하장치를 연결하는 단계와; 제어설비

와 피시험체간을 연결하는 단계와; 운전모드 스위치를 노말로 선택하는 단계와; 피시험체 상기 측정점에 기록계를 연

결하고 입력정격전압을 설정하는 단계와; 부하인버터를 설정하고 응하중을 선택하는 단계와; 피시험체를 가동하고 

노치를 선택하는 단계와; 제동력을 선택하오 피시험체를 운행하는 단계와; 제동력, 각 측정점의 파형 및 출력을 측정

하는 단계와; 결과를 판정하여 출력하고 시험을 종료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열차 운행모의 시험은 먼저 시험에 대하여 기존의 시나리오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경우에는 시험차량을 선택하고 차량조건과 선로/신호를 선택

하는 단계와; 시험이벤트를 설정하고 시험방식을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저장하는 단계와; 만일 시

나리오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시나리오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시험을 시작하는 신호시뮬레이

션 단계와; 자동운전 여부를 판단하되 자동운전인 경우 자동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자동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마스콘

을 조작하는 단계와; 펄스폭제어기(PWM)를 통하여 동적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와; 부하기를 제어하는 단계와; 시

험종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종료인 경우 시험결과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험종료가 아닌 경우에는 시험결

과를 저장하고 모니터링 하여 다시 신호시뮬레이션으로 피드백하는 단계와; 시험보고서를 평가하여 재시험 여부를 

판단하되 만약 만족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종료하고 보고서가 만족하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시험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험을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동적 시뮬레이션은 열차 추진장치의 견인력 특성 및 열차주행 저항의 계산식등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단

계와; 열차의 속도와 위치를 초기화하는 단계와; 초기화 여부를 판단하되 만약 초기화가 되어 있으면 열차의 위치, 속

도등 열차의 상태를 독취하는 단계와; 열차의 주행 궤도의 구배, 곡선을 이용하여 열차저항을 계산하는 단계와; 견인

력, 제동력, 지령을 입력하고 독취하고 이를 계산하는 단계와; 회전속도와 각도를 계산하는 단계와 열차의 속도,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부하제어기에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기술구성 및 작용에 대한 설명은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추진장치 시험설비의 시스템 구성도이고, 도 2 는 인버터 형식시험 및 컨버터/인버터와 견인전동기의 조합시

험 블럭도이며, 도 3은 열차모의(Simulation) 시험설비의 블록도이다. 이러한 기술구성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으로 도 4는 열차모의 시험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차트이고, 도 5 는 도 4의 동적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플로차트이며

, 도 6은 형식시험 및 조합시험 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차트이다.

먼저 도 1에 의하면, 본 발명은 열차의 컨버터/인버터 와 견인전동기를 연결한 추진장치를 시험하는 설비시스템에 있

어서, 시험대상물인 추진장치를 장착하는 시험대(9)와; 컨버터 변압기와 직류전원 컨버터로 구성된 직류전원설비(2)

와; 상평형장치, 전압조정변압기 및 역률개선장치(5)로 이루어지는 교류전원설비(3)와; 유도발전기 및 양방향성 인버

터로 이루어지는 부하설비(4)와; 추진장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계측설비와 전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장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장치의 시험설비 시스템이다.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 추진장치는 1대의 컨버터/인버터와 2개 또는 4개의 견인전동기(Tr

action Motor)를 조합한 것이고, 상기 부하설비는 양방향성인버터와 유도발전기를 조합한 경우를 말한다. 상평형장

치(Phase balancer) 는 위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상기 부하설비(4)와 관련되는 시험설비 시스템의 기술구성은 도 3의 하단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시험체용 인버터(16), 

견인전동기(8), 동력계측기(14), 유도발전기(18) 및 부하인버터(15))가 직렬로 연결된다. 동작 순서를 설명하면, 피시

험체용 인버터(16)에서 발생된 견인력에 의하여 견인전동기(8)가 정방향으로 회전하 고, 상기 제어설비의 지령에 의

한 속도제어신호에 의하여 유도발전기(18)가 역방향으로 부하력을 발생시키면 동력계측기(14)에서는 토크와 회전수

(R. P. M)를 측정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부하인버터(15)는 양방향성 인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본 발명의 중요한 기술의 하

나이다. 본 발명에서 이 양방향성 인버터를 채용하므로서 에너지를 회생시키기도 하고 견인전동기의 파워를 계산하여

부하로 이용하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다. 즉, 견인전동기의 견인력과 이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유도발전기의 부하

력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전원장치 측으로 되돌려 보내서 전기에너지를 회생

시킬 수 있으므로 에너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열 발생이 줄어들므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다.

또한 상기 부하설비는 2쌍 또는 4쌍으로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 개수의 짝수 쌍으로 조합할

수 있다.

여기서 유도발전기, 동력계측기 및 견인전동기는 시험대(9)위에 놓여지게 되어 피시험체인 견인전동기는 이 시험대(

9)위에서 시험을 받게 된다. 견인전동기는 직류전동기, 단상유도전동기 또는 3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3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도 9는 본원발명의 도1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

한 보충도면이다. 도 9에 의하면, 전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추진장치를 시험하는 설비의 구성과 직류구간과 교류구간

에서 시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요 구성은 시험대상인 피시험 추진장치를 장착시키는 시험대와; 컨버터 변압기와 

직류전원 컨버터로 구성된 직류전원설비와; 상평형장치, 전압조정변압기 및 역률개선장치로 이루어진 교류전원설비

와; 유도발전기와 양방향인버터로 구성된 부하설비와; 추진장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계측설비와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상기 계측설비는 시험대, 부하설비 및 제어장치와 각각 연결되어 있다. ⅰ) 

직류구간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추진장치를 시험할 경우에, 도면에서 실선으로 연결 부분으로 상호 결합된다. 즉, 시험

대를 중심으로 직류전원설비와, 제어장치 및 부하설비가 각각 연결되고, 제어장치와 직류전원설비 및 부하설비가 직

렬로 연결되어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계측설비는 시험대, 부하설비 및 제어장치와 각각 연결되어 시험결

과를 측정하고, 이 때 교류전원설비는 연결되지 않는다. ⅱ) 교류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추진장치를 시험하고자 할 

경우에, 도면에서 점선으로 연결된 부분으로 결합된다. 즉, 시험대를 중심으로 교류전원설비와 제어장치 및 부하설비



등록특허  10-0400068

- 5 -

가 각각 연결되고, 제어장치와 교류전원설비 및 부하설비가 각각 직렬로 연결되어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계측설비는 시험대, 부하설비 및 제어장치와 각각 연결되어 시험결과를 측정하고, 직류전원설비는 연결되지 않는다. 

ⅲ) 직류구간에서 시험설비 작동 제어장치에서 직류전원설비에 전압레벨을 지시하고, 직류전원설비에서 시험대에 직

류전력을 공급한다. 또한 제어장치는 부하설비에 부하관성치를 지시하고, 부하설비는 시험대에 이러한 가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서 제어장치는 시험대에 노치신호(즉, 견인력 신호)를 지시하면, 시험대의 피시험 측정장비에서 견인

력이 발생하게 되고, 계측설비에서는 시험결과를 표시하게 된다. ⅳ) 교류구간에서 시험설비 작동 직류구간과 마찬가

지로 제어장치는 교류전원설비에 전압레벨을 지시하고, 부하설비와 시험대에 각각 제어신호를 보내서 시험대에 장착

된 추진장치에서 정방향으로 견인력을 발생시키게 하고, 계측설비에서는 시험결과를 표시하게 된다. ⅴ) 추진장치 성

능시험 과정 제어장치에서 시험대에 주는 노치 신호(견인력 신호)는 추진력이 나오는 모터의 힘(즉, 토오크)에 의한 

견인력(Fm)이고, 부하관성치는 차량에 부하를 걸어서 부하력(Fg)을 발생하고, 특히 차량을 가상하고 시험을 하기 때

문에 부하관성치를 설정하는 것은 차량무게, 승객하중, 기상상태, 노선 상태 등의 정보를 가상으로 설정한다. 즉, F= 

M * a ( 힘 = 질량 * 가속도(열차속도))이고, 여기서 질량에 해당되는 부하설비로 만들어 주고 시험을 한다. 즉, 시험 

대상물인 추진장치에 가상의 부하(질량)를 걸어 주어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추진장치의 견인전동기에서는 

정방향으로 견인력(Fm)이 발생하고, 부하설비의 유도발전기에서는 역방향으로 부하력(Fg)이 발생하면, 실제 추진력 

F = Fm - Fg = M * a (여기서 M 은 부하관성치, 가속도 a 는 F 에 따라서 발생)가 발생된다. 가속도 a 을 적분하면 

즉, ∫ a = v (속도), ∫v = d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추진장치를 시험하면, 열차의 속도, 가속도, 거리등을 산출할 수

있고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지와, 다음 시간과 속도, 거리등을 예측할 수 있어서, 추진장치의 성능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시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결과는 계측설비의 계기판을 통해서 판독하게 되는 것이다.

도 2 는 인버터 형식시험, 컨버터/인버터와 견인전동기를 조합한 조합시험 에 대한 블럭도이다.

제어장치(10)는 개인용 컴퓨터(PC)와 프로그램머블 로직제어기(PLC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로 구성된

다. 이 제어장치(10)는 먼저 전원설비의 출력을 설정하고 피시험체용 인버터(16)에 견인력 지령신호(T ref)를 보내면

이 견인력에 의하여 견인전동기(8)에서 정방향으로 견인력(Tm)이 발생된다. 동시에 표준신호처리기(11)의 측정결과

에 따라서 부하인버터(15)에 부하력 지령신호(N ref)인 기준 속도 값을 보내면 유도발전기(18)가 역방향으로 회전하

고(Tg), 이것이 견인전동기의 회전력을 억제하는 부하로 작용하게 된다. 이 경우 회전력의 차(Tm-Tg = T)가 열차의

속도로, 일정한 힘(power)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어장치(10)의 동작과 관련하여 각 기기의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는 피시험체의 인버

터(16)의 출력전력을 측정하는 파워미터(12)와; 피시험체 인버터(16)와 견인전동기(8)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측

기(13)와; 견인전동기와 유도발전기를 연결하는 축에서 발생하는 토크와 회전수를 측정하는 동력계측기(14)와 상기 

파워미터(12)의 측정결과와 동력계측기(14)의 측정결과를 처리하는 표준신호처리기(11)로 구성된다.

도 3은 열차 운행 모의시험(일명 : simulation)설비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도 3에 의하면, 열차 운행 모의시험을 하기 

위하여 피시험체용 인버터와 견인전동기에서 견인력이 발생되고, 유도발전기 및 부하인버터로 이루지는 부하설비에

서 속도가 발생된다. 동력계측기에는 회전축의 토크와 회전수(R. P. M)를 측정한다.

한편 열차가 운행하는 특정 구간을 가상하고 해당구간의 구배, 커브, 터널, 신호등 트랙/신호 데이터등 트랙정보와 열

차의 무게, 하중 등 열차정보를 운동저항, 경사저항 및 커브저항으로 계산하여 합산(Tr)하고 여기에 브레이크 모델특

성(Tb)과 견인모델(Tm)을 합산한다(Ta). 열차를 운행하는 속도를 주는 힘(power)은 열차의 중량 곱하기 가속도(A)

이다. 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이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로 환산된다. 이러한 수학적인 계산원리를 이용하여

특정한 열차 구간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감안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계산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주는 역할

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20)가 한다. 또한 제어장치(10)에서는 견인력(T ref; Torque reference)을 발생하고 자동

운전장치(ATO)또는 수동운전(MASCON)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에 따라서 노치(notch)를 조작하기도 한다.

한편 본 발명은 이러한 추진장치의 시험설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즉, 인버터(6)에 대하여

는 형식시험을 하고; 컨버터(7)/인버터(6)와 견인전동기(8)를 조합한 경우에는 조합시험을 하고; 컨버터(7)/인버터(6)

와 견인전동기(8)를 조합하되 열차운행과 같은 조건의 부하를 가상한 열차정보와 트랙정보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20

)으로 입력하여 열차의 운행모의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들 3가지 시험은 이러한 시험설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시험소

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떤 열차 구간에서는 전원설비가 직류와 교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전원설비를 가상하여 도 1에서 알 수 있듯이, 교류구간과 직류구간인 경우를 가상하여 형식시험을 

하고, 컨버터/인버터와 견인전동기를 조합하여 조합시험 및 열차 운행 모의시험을 한다.

이하 본 발명의 기술구성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설명한다. 도 4는 열차모의 시험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차트이고, 도 

5 는 도 4의 동적시물레이션에서 부하제어기에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차트이다.

도 4는 열차모의 시험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차트이다.

열차 운행모의 시험방법은 먼저 시험에 대하여 기존의 시나리오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경우에는 시험차량을 선택하고 차량조건과 선로/신호를 선택

하는 단계와; 시험이벤트를 설정하고 시험방식을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저장하는 단계와; 만일 시

나리오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시나리오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시험을 시작하는 신호시뮬레이

션 단계와; 자동운전 여부를 판단하되 자동운전인 경우에 자동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자동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마스

콘을 조작하는 단계와; PWM를 통하여 동적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와; 부하기를 제어하는 단계와; 시험종료인지 여

부를 판단하여 종료인 경우 시험결과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험종료가 아닌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저장하고

모니터링 하여 다시 신호시뮬레이션으로 피드백 하는 단계와; 시험보고서를 평가하여 재시험 여부를 판단하되 만약 

만족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종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이 보고서가 만족하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시험 여

부를 판단하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고 시험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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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WM(Pulse Width Modulator; 펄스폭제어기)는 펄스 폭의 변화로 토크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즉, 펄스 폭이 

커지면 토크가 커지고, 펄스 폭이 적어지면 토크가 작아진다. 상기 시험방법중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벤트'라 함은 예를 들어 어떤 특정구간에서 고장이 발생된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이벤트(event)라 한다. 시나

리오 선택과정에서 기존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처서 시험을 

하지만, 시험이벤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시험 이벤트 발생단계로 진행시켜 시험을 한다.

도 5는 도 4의 운행 모의시험 과정중 동적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플로차트이다. 도 5에 의한 동적 시뮬레이션은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열차 추진장치의 견인력 특성 및 열차주행 저항의 계산식등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

는 단계와; 열차의 속도와 위치를 초기화하는 단계와; 초기화 여부를 판단하되 만약 초기화가 되어 있으면 열차의 위

치, 속도등 열차의 상태를 독취하는 단계와; 열차의 주행 궤도의 구배, 곡선을 이용하여 열차저항을 계산하는 단계와;

견인력, 제동력, 지령을 입력하고 독취하고 이를 계산하는 단계와 회전속도와 각도를 계산하는 단계와; 열차의 속도,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부하인버터에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초기화 여부를 판단하여 초기화가 안된 

경우에는 다시 초기화를 시도한다.

도 6은 인버터의 형식시험 및 인버터와 견인전동기의 조합시험 플로차트이다.

상기 형식시험 및 조합시험에서 열차가 전진하는 시험(역행시험)과 제동하는 시험(회생시험)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시험체와 주변기기, 전원장치 및 부하장치를 연결하는 단계와; 제어설비와 피시험체간을 연결하는 단계와; 운

전모드 스위치(CCOS)를 노말(Normal)로 선택하는 단계와; 피시험체 상기 측정점에 기록계를 연결하고 입력정격전

압을 설정하는 단계와; 부하인버터를 설정하고 응하중을 선택하는 단계와; 피시험체를 기동 하고 노치를 선택하는 단

계와; 제동력을 선택하고 피시험체를 운행하는 단계와; 제동력, 각 측정점의 파형 및 출력을 측정하는 단계와; 결과를

판정하여 출력하고 시험을 종료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응하중'이라 함은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의 숫자에 따라서 열차의 하중이 달라지는 바, 승객이 모두 차 있

는 경우(만차), 비어있는 경우(공차)와 보통으로 차 있는 경우(반차)로 구분할 수 있다.

피시험체를 기동하는 것은 제어전원, 전진, 후진, 릴레이 등을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치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노치를 조정하여 열차의 속도를 가속하거나 감속한다.

도 7은 열차의 표준 운전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는 열차 추진장치의 견인력의 변화에 대하여 열

차의 속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열차가 기동할 때 견인력은 급상승하지만 속도는 서서히 증가하고

속도가 하강시 견인력은 마이너스로 된다. 이러한 견인력의 변화는 노치(notch)에 의하여 조정된다.

이상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열차에 장착되는 추진장치의 성능을 시험함에 있어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세계수준으로 시험할 수 있어서 시험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설비를 경제적으로 운용

하고 운전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지보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양방향성 인버터를 채택하므로써 

전기에너지를 회생시킬 수 있어서 전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내에서 시스템의 설계 변

경이나 일부 구 성의 모방은 모두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열차의 추진장치에 부착되는 기기와 부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생산된 제품을 시험하므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설비를 경제적으로 운용하고 운전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지보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전력전자 기기 및 제어기기 안전을 도모하고, 양방향성 인버터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회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고, 열 발생이 적어지므로 실내 온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는 설비 시스템에 있어서,

(a) 시험대상물인 추진장치를 장착시키는 시험대와; 컨버터 변압기와 직류전원 컨버터로 구성된 직류전원설비와; 상

평형장치, 전압조정병압기 및 역률개선장치로 이루어진 교류전원설비와; 유도발전기와 양방향인버터로 구성된 부하

설비와; 추진장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측정하는 계측설비와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로 설비 시스템이 구성되고,

(b) 상기 계측설비는 상기 시험대, 부하설비 및 제어장치와 각각 연결되고,

(c) 직류구간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추진장치를 시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시험대를 중심으로 직류전원설비와 제

어장치 및 부하설비가 각각 연결되고, 제어장치와 직류전원설비 및 부하설비가 직렬로 연결되어 추진장치의 성능시

험을 수행하고,

(d)교류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추진장치를 시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시험대를 중심으로 교류전원설비와 제어장

치 및 부하설비가 각각 연결되고, 제어장치와 교류전원설비 및 부하설비가 각각 직렬로 연결되어 추진장치의 성능시

험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장치의 시험설비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시험설비시스템은

피시험체인 추진장치와, 동력계측기 및 부하설비가 직렬로 연결되고,

피시험체용 인버터에서 발생된 견인력에 의하여 견인전동기가 정방향으로 회전하고, 상기 제어장치의 지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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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어신호에 의하여 유도발전기가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부하력이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설비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설비의 부하인버터는 양방향성 인버터로서, 추진장치의 역행시는 발전기로 작용하여 견

인전동기의 견인력과 이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유도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부하력과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

력을 부하인버터를 통하여 전원설비로 되돌려 보내어 전기에너지를 회생시키기도 하고, 추진장치의 제동시에는 전동

기로서 작용하여 전원설비의 전기에너지를 부하력을 발생시키는 동력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설비 시스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측설비는 피시험체용 인버터의 출력전력을 측정하는 파워미터와; 피시험체용 인버터와 견

인전동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측기와; 견인전동기와 유도발전기를 연결하는 회전축에서 발생하는 토크와 회전

수를 측정하는 동력계측기와 상기 파워미터의 측정결과와 동력계측기의 측정결과를 처리하는 표준신호처리기가 직

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설비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PC와 PLC가 직렬로 연결되고, 피시험체 용 인버터에 견인력 지령신호를 보내고, 

표준신호처리기의 측정결과에 따라서 부하인버터에 부하력 지령신호를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설비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의한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실험설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버터에 대하여는 형식시험을 하고; 컨버터/인버

터와 견인전동기를 조합하여 조합시험을 하고; 컨버터/인버터와 견인전동기를 조합하고, 열차정보와 트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열차 운행 모의시험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시험과 열차 운행 모의시험에 사용하는 인버터는 양방향성인 것을 특징으로 열차 추진장

치의 성능시험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추진장치의 형식시험 및 조합시험은 피시험체와 주변기기, 전원장치 및 부하장치를 연결하는 

단계와; 제어설비와 피시험체간을 연결하는 단계와; 운전모드 스위치를 노말로 선택하는 단계와; 피시험체 상기 측정

점에 기록계를 연결하고 입력정격전압을 설정하는 단계와; 부하인버터를 설정하고 응하중을 선택하는 단계와; 피시

험체를 가동하고 노치를 선택하는 단계와; 제동력을 선택하고 피시험체를 운행하는 단계와; 제동력, 각 측정점의 파형

및 출력을 측정하는 단계와; 결과를 판정하여 출력하고 시험을 종료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장치의 성능시험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열차 운행 모의시험은 먼저 시험에 대하여 기존의 시나리오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경우에는 시험차량을 선택하고 차량조건과

선로/신호를 선택하는 단계와; 시험이벤트를 설정하고 시험방식을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저장하는

단계와; 만일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시나리오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시험을 시작하

는 신호시뮬레이션 단계와; 자동운전 여부를 판단하되 자동운전인 경우 자동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자동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마스콘을 조작하는 단계와; 펄스폭제어기(PWM)를 통하여 동적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와; 부하기를 제어

하는 단계와; 시험종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종료인 경우 시험결과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험종료가 아닌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저장하고 모니터링 하여 다시 신호시뮬레이션으로 피드백하는 단계와; 시험보고서를 평가하여 

재시험 여부를 판단하되 만약 만족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종료하고 보고서가 만족하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시험 여

부를 판단해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험을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장치

의 성능시험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시뮬레이션은 열차 추진장치의 견인력 특성 및 열차주행 저항의 계산식등 데이터를 입

력하고 저장하는 단계와; 열차의 속도와 위치를 초기화하는 단계와; 초기화 여부를 판단하되 만약 초기화가 되어 있

으면 열차의 위치, 속도등 열차의 상태를 독취하는 단계와; 열차의 주행 궤도의 구배, 곡선을 이용하여 열차저항을 계

산하는 단계와; 견인력, 제동력, 지령을 입력하고 독취하고 이를 계산하는 단계와; 회전속도와 각도를 계산하는 단계

와 열차의 속도,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부하제어기에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차 추진

장치의 성능시험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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