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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ional projects on renewable energy and new energy are driven more actively than ever in many 

countries for the exhaustion of fossil fuel energy from the turn of the century. Such activities 

began to spread out in railway industry with centering around west European countries. Electric 

energy is generated on the hybrid vehicle itself, which contributes to reduction of the cost for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required for the supply of electric power. Hybrid tram is mainly 

composed of propulsion system to control electric energy, automatic guidance system to control 

steering and operation, and central vehicle unit to control and monitor major electronic devices. 

Generation and supply of electric power are made by the combination of engine generator and 

battery, or fuel cell and super capacitor.

------------------------------------------------------------------------------------

1.  서  론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우리나라 정부도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을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의 

적용은 고정된 시설물과 이동하는 수송수단에 따라 선택이 되어진다. 수송수단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

차 및 버스에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기차는 이미 전기를 사용해오고 있지만 기차에 사용

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발생시킨 전기를 고압선을 통해서 차량까지 운송시켜야하며, 수력발전이 부족

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력에 대부분 의존하므로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많다. 

  자동차 및 버스에서 동력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오늘날의 전기기차처럼 전력선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도시의 공간에 복잡

하게 얽혀있는 급전선이 필요하지 않으며 변전소 설비를 비롯하여 고압전기로 인한 제반시설 및 위험성 

등이 제거된다. 자동차 연료를 석유에서 추출하는 대신 식물성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식물자

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사용을 충당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는 엔진/발전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키는 방법과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엔진/발전기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연료의 절감효과가 우수하다. 그러

나 재생에너지 또는 신에너지를 사용하지는 않고 과도기적인 개발단계로 생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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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인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성시키는 장치이며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 및 시범단계이므로 비용이 높고 따라서 본격적인 실

용화는 2010년 이후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소를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소의 네트워크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료전지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일본 및 유럽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철도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철도차량

은 정해진 노선을 이동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의 보급이 간단하고 전력공급시설의 구축비용 대비 연료

전지 철도차량의 비용이 현재의 수준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 그 차이가 커

질 것이 분명하다. 

  철도차량에 사용될 전기발전 및 공급은 엔진 발전기와 밧데리의 조합 또는 수소연료전지와 수퍼커패

시터의 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연료전지 트램은 발전된 전기를 추진제어하는 시

스템, 운행 및 조향을 제어하는 자동안내시스템과 차량의 주요 전장품을 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하는 종

합 제어시스템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2.  본  문

 

 현재 개발중인 바이모달 연료전지트램은 고정된 선로위를 달리는 전동차와는 달리 일정하게 정해진 

폭을 가진 일반도로위를 달리는 일종의 버스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바이모달 연료전지트램은 내

연기관을 사용하는 일반 버스와는 달리 환경 친화적이고 운전소음이 매우 낮은 연료전지를 구동원으로 

하고 있고 운전사의 도움없이 지상에 설치된 마커를 검지하여 자체 저장된 노선도에 따른 자동운전이 

가능하며 도로곡선부에 대한 회전반경을 최소로 하기위하여 차량사이가 굴절되고 전체 차륜이 개별 조

향되는 시스템(AWS) 및 교통약자 및 일반 승객들의 원활한 탑승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한 닐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첨단의 신교통 수송기계이다. 

그림 1 바이모달 연료전지 트램 내부 장치 구성도

 그림 1은 바이모달 연료전지 트램의 전체적인 내부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 장치들간의 통신은 

현재 차량네트워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AN(Contoller Area Network) 방식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

으로 차량내부 장치간 제어 및 상태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차량내부에 설치된 무선통신장치를 통

하여 차량상태를 지상센터로 송부하여 지상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차량배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차

량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량 및 정류장에 설치된 방송 및 표시기로 전달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들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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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모달 연료전지 트램을 구성하는 주요장치는 종합제어장치, 자동운전

시스템, 추진제어시스템이며 다음절들에서는 각 주요장치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종합제어장치

차량을 구성하는 각종 전장품들을 효과적으로 통괄 제어하고 각 장치들에 대한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저장하는 장치를 종합제어장치(VCU)라 한다. VCU는 각 장치들의 상태 및 에러정보를 운전

자가 인지하도록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와 각 노드 또는 개별 입력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미리 정해진 제

어절차에 따라 제어하여 신호를 출력하고 각 장치로부터의 상태정보를 차량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전

달받아 저장 및 디스플레이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제어장치 그리고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보내진 

제어신호를 토대로 해당 전장품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거나 전장품으로부터 발생된 정보를 중앙제어장

치로 전송하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운전석에 설치된 

DASHBOARD에 설치된 스위치들의 입력은 노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중앙제어장치로 전달되고 중앙제어장

치에서 정해진 제어절차에 의해 출력된 명령은 노드 또는 각 해당장치로 전달되어 기능이 수행된다. 

다시 각 장치로 부터의 상태정보는 노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중앙제어장치로 전달되고 전달된 정보는 

정해진 priority에 따라 저장 및 디스플레이 된다. 중앙제어장치와 디스플레이간 또는 노드사이는 CAN

버스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그림 2는 VCU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 VCU 구성

2.2 자동운전시스템

 일반도로에서의 자동운전은 현재 많은 곳에서 연구중에 있으나 일반도로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돌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정해진 차량만이 다닐 수 있고 일반인의 출

입이 통제되는 전용도로상에서는 차량에 대한 자동운전의 실용화가 현재 기술로도 가능하다. 바이모달

연료전지트램에서 사용되는 자동운전시스템은 지상마커를 검지하여 차상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된 노

선정보와 비교하여 차량을 도로위 정해진 선로를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각 정류장에 정위치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조향은 자동이나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추진 및 제동을 하는 반자동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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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운전자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자동운전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상마커로는 자석이 사용되며 

자동운전을 시작하는 초기지점부터 차량이 운전하는 최종위치까지 등간격(2~4m)으로 도로상에 배치되

며 각 분기와 정류장의 상태표시를 위해 자석의 N극과 S극을 각각 달리 배치하는 형식을 가진다. 그림 

3은 자동운전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장치 및 기능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자동운전시스템 및 기타 관련 장치

2.3 추진제어장치 

   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은 기존의 직렬형 하이브리드 형태의 추진계에서 엔진-발전기 대신에 연료전지를 적용시

키는 방식이다. 개발 중인 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은 본 연구과제 1단계에서 개발 완료될 CNG 하이브리드 추진시스

템의 발전관련 부분을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현대자동차에서 개발중인 200kW급 연료전지 스택과 BOP를 

탑재한 방식으로 차량개발이 이루어지며 시험선에서 바이모달 저상굴절 트램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그

림 4는 연료전지 추진제어장치의 시스템 블럭도를 보여주며, 연료전지 스택, BOP, 슈퍼커패시터, CVM(Cell 

Voltage Monitor), 연료전지제어기, PLC, 모터제어기, 인버터, 견인모터, 보조전원용 전력변환기등으로 구성

된다. PLC, 모터제어기, 자동운전시스템간의 통신방식은 MVB(Multifunction Vehicle Bus)의 통신버스를 사용

하고, 연료전지 제어기와 차량제어기간은 CAN 통신방식을 사용한다. 각 구성품들의 기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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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추진시스템 블럭도

3. 결론

  현재 개발중인 연료전지 저상굴절 트램은 고정된 선로위를 다는 철도와 달리 일반도로를 자동운행으

로 주행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운전소음이 매우 낮은 신교통수단이다. 

 본 논문에서 연료전지 저상굴절트램의 특징과 주요 구성품들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였다. 차량을 구성

하는 각종 전장품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상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종합제어장치와 지상마ㅓ

를 검지하고 차상 컴퓨터의 노선정보와 비교하여 정해진 선로와 속도에 따라 자동운전하는 자동운전시

스템으로 구성된다. 또한 차량의 추진을 담당하는 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은 기존의 직렬형 하이브리드 추

진계에서 엔진-발전기부분을 연료전지 전원으로 대체시켜 개발하고 있다.   

표 1 추진시스템 구성품 
구성품 설 명

VCU (Vehicle Control Unit) 차량의 전체적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최상위 제어장치

MDC (Modular Drive Controller) 구동력을 발생하는 모터의 출력을 독립제어하는 장치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

연료전지와 MDC등을 VCU와 인터페이스하며, 운전을 위한 전장품

들의 자동제어를 담당하는 장치 

FC controller 연료전지의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

BOP 연료전지 스택 주변장치 

HDC 380 BOP 구성품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LDC28 차량의 24V 전장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Supercapacitor
회생제동시 발생된 직류전력을 흡수한 후, 차량이 가속시 소모전력

으로 재활용하는 장치

CVM 슈퍼캐패시터의 셀전압을 측정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

PCU  전력변환기들 사이의 전력을 분배하고 제어하는 장치

인버터 AC 400V 에어컨, 조향장치, 냉각수순환펌프등의 구동전원을 만드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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