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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량전철시스템실용화사업에서는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사업(1999년~2005년)을 통하

여 개발된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경량전철시스템

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용화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고 있

다. 이 사업에서는 한국형 경량전철 신호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신호시스템에 대한 종합시험평가절차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수행된 바 없는 다중편성 무인

운전 환경에서 신호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경량전철 시험선에서 열차의 다중편성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변전설비의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세대첨단도시철도

시스템기술개발사업(2005년~2011년)을 통하여 개발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시험선에 도입

하여 경량전철 시험선용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을 제작,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전철 시험선에 설치된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시험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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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선 전력공급의 문제점과 대책

   경상북도 경산시 경량전철 시험선은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한국

형 경량전철(K-AGT) 시스템의 종합성능,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4년 

건설되어, 현재 K-AGT 2량 1편성에 대한 신뢰성시험이 수행되고 있다. 한국형 경량전철 

신호시스템 기술의 성능 및 기능을 다중편성 무인운전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경량전철

시스템실용화사업에서 차량 2량 1편성을 추가 제작하여 다중편성 운행 및 경량전철 상용

화모델 6량 1편성에 대하여 시험선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림1. 경량전철 시험선

   2편성 경량전철 시스템의 다중편성시험 및 6량 1편성 차량 운행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두가지 요구사항이 제시되었다.

   K-AGT 시스템에서는 차량 제동에 있어서 기계적 제동과 함께 전기적 제동을 병용하

여 사용하고 있다. 전기제동시에는 견인전동기를 발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동 중 회생

에너지가 생성된다. 통상 전철시스템에서 회생에너지량은 차량을 가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45~47% 정도로서 약 20% 정도는 타 전동차에서 소모되며, 에너지의 20~27% 

정도는 잉여전력으로 남게 된다. 특히 직류철도에서는 변전소에서 수전받은 3상 교류를 직

류로 변환하는데 있어 주로 정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회생전력에 가선전압은 

급작스럽게 상승 또는 하강을 반복한다. 이러한 가선전압의 불안정은 변전소의 정류기 및 

차량에 탑재된 전력변환기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잉여회생전력을 강제로 소모시

켜 안정된 가선전압을 만드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경량전철 시험선에서는 회생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로 회생용저항기(750V, 

300kW)로 다중편성시험 및 6량 1편성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를 흡수하기 위

해서는 1200W급 이상의 저항기 용량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시험선에서는 최대 2편성 운

행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회생전력이 타 차량에서 활용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으

므로 회생용 저항기는 잉여회생전력을 활용 못하고 소모시키기만 하게 되어 에너지 활용성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검토 요구되는 부분은 A역 부근에서의 전압강하이다. 직류급전시스템에서는 



급전선 및 전차선 저항에 의해 전압강하가 생기는데 특히 A역 부근에서는 변전실에서의 

거리가 약 1.8km 떨어져 있으므로 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여 가속시 소요전력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전류가 흐르므로 전압강하가 크고 이에 따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력 수준 이

하로 떨어질 수 있다.

   6량 1편성 차량에 대하여 열차 최대부하는 정토오크 종단점~정출력 종단점 간이므로, 

정토오크 종단점인 속도 30km/h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량 견인력 관련 최대 입력전력은 

1,210[kW]이고 보조전원장치(SIV)는 99[kW]로 도합 1,309[kW]로 계산되었다. 이 때 1

편성 열차의 최대부하전류는 


            로 추정할 수 있다. 변

전실에서부터 A역 까지 급전선, 전차선(제3궤조), 건넘선 등 선로의 총 저항의 계산치는 

0.116271[Ω]이다.

    따라서 전압강하  


×  ×     로 계산될 수 있다. 

그림2는 실제 6량 1편성 차량을 공차 상태에서 A역사에서 4노치 출발하여 23km/h 이하로 

운행할 때 차량 급전 전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 차량 급전시 전압강하(공차운행시)

3.  에너지저장시스템

    2편성 경량전철 시스템의 다중편성시험 및 6량 1편성 차량 운행시 발생하는 회생에너

지를 흡수하고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한 전압강하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사업에

서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림3.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개념도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은 전동차 제동시 발생한 회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동차 역행시 

가선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기에너지를 전동차에 공급하여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

술이다.

   시스템은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박스로 구성되어진다. 전력변환장치 BOX 

ASS'y 1은 가선입력단에 대한 필터와 보호동작을 위한 컨텍터와 퓨즈로 구성된 입력 접촉

부 unit과 슈퍼캐패시터에 이상 발생시 슈퍼캐패시터의 전압을 방출하기 위한 방전저항 

unit 그리고 쵸퍼 unit 1으로 구성된다. 전력변환장치 BOX ASS'y 2는 쵸퍼 unit2, 쵸퍼 

unit3로 구성되어 슈퍼 캐패시터 뱅크의 BOX에 결선된다. 시스템은 이와 같이 각각의 쵸퍼 

unit이 각각의 슈퍼캐패시터 ASS'y를 충방전 하도록 설계되었고, 각각의 변환장치들은 입력

단 unit에 의해 병렬 결선되어진 형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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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성도

  경량전철 시험선에 구축된 회생에너지저장장치의 기본 사양은 다음 표와 같으며 제작된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사진은 그림5와 같다.

표1 경량전철 시험선 회생에너지저장장치 사양

구  분 세부항목 규  격

슈퍼

캐패시터

구  조
중량 2,100Kg

크기 2.37M(H) X 1.64M(W) X 1.75M(D)

전기적 특성

최대전압 583.6 V

최대전류 1,500 A

캐패시티 82.5 F

총  용량 14 MJ

쵸퍼부

구  조 크기 1.69M(H) X 1.2M(W) X 1.54M (D)

가선측 전압

충전전압 800 V

방전전압 730 V

최대전류 750 A

슈퍼캐패시터
전압 280 V ~ 560 V

최대전류 1,500 A

고속차단기

크기 500mm X 170mm X 540mm

정격전압 1,500V

정격전류 1,000A

차단전류 1,000A ~ 1,800A

방전저항
저항 10 Ω

최대전류 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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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사진

4.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전압안정화 측정 및 분석

   경량전철 시험선의 전동차가 운행될 A-B 역사의 선로 조건은 그림6과 같다. 전체 길이 

1,230m에 최대 구배 9 [‰]로 정의된다.

   A역에서 B역은 상구배 9[‰]로 최대속도 53km/h로 자동 운행되고 B역에서 A역으로 

운행시는 최대속도 55km/h로 수동 운행되었다. 에너지저장장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에너지저장장치 기동시 및 정지시 각각에 대하여 5회 이상 동일 조건에 대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림7은 A-B 역간 6량 1편성 경량전철의 공차조건에서의 운행시, 에너지 저장장치로부

터 가선으로 유입되는 가선전류, 가선전압 및 슈퍼캐패시터의 전압 및 전류를 나타낸다. 에

너지 저장장치의 동작시 가선전압은 667[Vdc]~800[Vdc]로 유지되었다. 저전압 기준치는 

730[Vdc]로 정의 되었으나 에너지 저장장치의 전류제한으로 667[Vdc]까지 전압강하가 발

생되었다. 이는 에너지 저장장치가 기동되지 않는 경우(591[Vdc]) 대비 76[Vdc]의 전압보

상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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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에너지 저장장치 기동시 파형



   그림8은 변전소 측정 데이터로 ①구간은 에너지 저장장치가 기동하고 회생 저항기가 정

지된 상태의 파형으로 변전소 Feeder 최대전류는 960[A]이며 회생시 최대전압은 826 

[Vdc]로 측정되었다. ②구간은 에너지저장장치 및 회생저항기가 정지된 상태의 파형이며, 

③구간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정지하고 회생저항기가 동작된 상태의 파형이다. 데이터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해 A→B 역은 ATO에 의해 운전되는 자동운전모드로 차량 역행시 ①구간의 

최대 피크 전류는 ②,③구간에 비해 약 56%로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선전압의 

피크값도 에너지 저장장치가 기동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안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A→B B→A A→B B→A A→B B→A A→B B→A A→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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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V 745V 75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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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변전소 측정 데이터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선전압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경량전철시험선에서의 운영환경에 맞도록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설계하여 구축하였

으며 잉여회생에너지의 흡수에 나아가서 저장하여 차량 전력 요구시 저장된 에너지를 공급

함으로써 전압강화를 줄일 수 있었다. 향후 시험선에서의 신뢰성시험을 통하여 최적의 운

영방식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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