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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p to now, High speed train was widely used in France, Germany and Japan. In korea, 

High speed train was introduced from France train model and operation was made in year 2004. 
With this high speed operation Know-How, HSR-350 train was developed with our own 
technology. And now KTX-Ⅱ which was made by our own technology are running in 
commercial line. High speed rolling stock system acceleration technology is train propulsion 
system and this is composed with traction motor, Power transfer system and auxiliary power 
system. This paper, introduced the performance of the traction propulsion system and other 
equipment that has been installed at the KTX-Ⅱwill be secured.

1. 서 론

  고속철도차량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우리는 TGV를 운행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 기술로 제작한 KTX를 2004년 4월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국책개발 사업으로 한국형 고속철도차량 HSR-350X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국내 기술로 제작한 상업용 고속철도차량 KTX-Ⅱ가 영업선로에서 적용시험을 하

면서 상업운행을 하고 있다. 고속철도차량의 가속성능을 결정하는 추진시스템의 주요 구

성장치로는 견인전동기와 주전력변환장치가 있으며, 보조적으로 주변압기와 보조전원장

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사양에서 제시한 형식시험과 조합시험을 통

해 기능과 성능이 입증된 추진시스템 구성장치를 열차에 탑재한 상태에서 주행 중 추진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운전 시험 열차에는 실시간 및 동기화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

합 계측기를 설치하고, 주행 중 계측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한 후 분석과정을 통

해 추진시스템 성능을 해석해 봄으로써 고속철도차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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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고속철도차량 추진시스템

2.1.1 고속철도차량 사양 

  KTX-Ⅱ는 상업용 열차로 10량을 1개 편성으로 구성하여 영업노선에서 주행할 수 있

어야 하며, 전차선, 신호, 통신, 궤도 등과 인터페이스가 원활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안전

법 등 관련 법령과 부합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주요 사양은 표1과 같다.

구   분 사             양 비 고

편성구성  10량 1편성 (동력차 2량, 객차 8량)

열차길이  약 201m

열차중량  434톤

좌    석  363석

주행속도  300km/h, 가속도 0.45㎨ (60km/h까지)

견 인 력  210kN

비상제동거리  3,300m

신호장치   ATS, ATC 및 ATP

전기방식  단상 25kV, 60Hz

출    력  8,800kW

대차구성  13대(출력대차4, 단부대차2, 일반대차7)

표 1 고속열차 사양

2.1.2 추진시스템 구성

  추진시스템 구성은 그림1과 같이 단상 25kV, 60Hz의 전차선 전원이 팬토그라프를 통

하여 주변압기 1차측에 가압되며, 2차에는 주전력변환장치와 보조전원장치가 연결된다.

  전력변환장치는 변압기 2차 견인권선 전압 1,400V를 직류 2,800V로 변환하는 컨버터 

부분과 삼상 교류를 0V로부터 2,183V까지 가변하여 견인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

버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견인 전동기에서 발생된 회전력은 드라이빙 유니트를 통

하여 차륜에 전달돼 열차가 주행하게 한다. 보조전원장치는 변압기 2차 보조권선 전압 

383V를 직류 670V로 변환 후 열차 내부 급전 계통을 통하여 냉․난방장치, 송풍장치, 축

전지 충전장치 등의 전원으로 공급한다. 추진시스템의 사양 및 성능은 표2, 표3과 같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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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추진시스템 블록도

장   치 수량 사             양

변 압 기 2대

형  식  단상 내철형

용  량  6,200kVA 

전  압  1차 25kV   2차 1,400V 및 383V

전력변환

장치
4대

형  식  전압형 

용  량  컨버터1,250kW× 2  인버터 2,717kVA

전력소자  IGBT

보조전원

장치
2대

형  식  전압형

용  량  1,000kW

전력소자  IGBT

전  동  기 8대

형  식  농형 유도전동기

용  량  1,100kW

전압,전류  전압 2,183V  전류 360A 

표 2 추진시스템 사양

 항    목  사     양

가 속 도
전체 출력 0.45㎨ (속도 60km/h)

전체 출력의 75% 0.335㎨ (속도 60km/h)

주행속도

(300km/h) 
정상출력

도달시간 316초

 도달거리 16.4km

설계최고속도 330km/h

표 3 추진시스템 성능

2.2 추진시스템 특성 

 

2.2.1 주행특성 시뮬레이션

  주행 시뮬레이션은 추진시스템인 견인전동기와 주전력변환장치의 용량을 검토하고 운

행할 차량의 성능을 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해 보는 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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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데이터로는 선로의 구배, 곡선반경, 구간에 따른 속도 제한치 등이 입력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뮬레이션은 조건으로는 평탄선로, 점착계수 0.18, 434ton의 만

차 상태로 제작설명서에서 요구된 표1, 표2, 표3의 사양을 추진시스템에서 구현하기 위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그림2와 같이 추진성능 곡선도를 도출하였다.

그림 2 고속열차 추진성능 곡선도

  정상 출력 8,800kW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경우 출발 순간 견인력은 210kN으로 일

정 견인력을  60km/h대 까지 유지 후 속도가 증가하면 견인력이 감소되면서, 300km/h

에 도달하게 된다. 선로구배 10‰ 에서도 300km/h 이상 속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

측되었고, 정상 출력의 75%인 6,600kW으로는 선로구배 5‰에서 300km/h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2.2 가속도

  구배가 없는 평탄한 선로에서 견인전동기 8대 즉 8,800kW의 출력으로 열차가 출발하

여 300km/h로 주행할 경우 속도 60km/h까지 평균 가속도는 그림3과 같이 0.45㎨, 소

요시간은 39.1초로 예측되었고, 정상출력의 75%인 견인전동기 6대 출력 6,600kW로 주

행할 때 60km/h까지 평균 가속도는 0.35㎨, 주행시간은 46.8초의 시간이 걸림을 그림4

와 같이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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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뮬레이션 정상출력 가속도

  

그림 4 시뮬레이션 정상출력 75% 가속도

2.2.3 주행속도

  열차 정상출력으로 평탄한 선로에서 출발하여 주행속도 300km/h까지 도달시간은 그

림5와 같이 주행시간은 약 306초 주행거리는 16.0km 이며, 정상출력의 75%로 주행할 

때는 주행시간은 약 455.5초 주행거리는 24.9km로 그림6과 같이 예측되었다.

그림 5 시뮬레이션 정상출력 주행속도 

 

그림 6 시뮬레이션 정상출력 75% 주행속도

 2.2.4 구배성능

  열차 출력을 정상출력의 75%만 가지고 주행하게 될 경우 선로 구배가 28‰인 지점에 

열차를 정차시킨 후 출발할 경우 구배구간을 올라가는데 필요한 견인력은 167kN으로 

예측되며, 이때의 견인력이 46.8초 동안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60km/h까지 주행할 수 있

을 것으로 그림7과 같이 예측되었다.

그림 7 시뮬레이션 구배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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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최고속도

  설계 최고속도는 정상출력으로 평탄한 선로에서 출발한 열차가 그림8과 같이 0km/h

로 출발하여 330km/h에 이르는 시간은  415.1초 소요되며, 도달 거리는 약 25.0km로 

예측되었다.

그림 8 시뮬레이션 최고속도

2.3 추진시스템 성능시험

2.3.1 계측시스템 및 평가기준 

  시험차량이 영업선로를 시험 주행할 때 가속도, 주행속도, 구배성능, 최고속도를 시험

하기 위하여 공차 상태의 고속열차 객실에 로드셀(Load Cell)을 적재하여 열차중량을 

434ton으로 맞추어 놓고 시험차량에는 통합 계측시스템을 그림9와 같이 설치하였다.

  주행상태에서는 차량 차축(Axle)속도, 견인력 등 각 장치의 데이터를 동기화 하여 실

시간으로 1ms마다 취득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열차의 추진성능을 분석하였다.

그림 9 계측시스템 구성도

     평가기준은 가속도의 경우 정상출력으로 주행할 때 60km/h까지 가속도 값은         

   0.45±5% m/s2이내 있어야 하고, 정상출력이 25% 감소되어 주행하게 될 경우의 가속도  

   는  0.33±5% m/s2이다, 주행속도는 전체 출력으로 300km/h까지 도달 시간은 316±5%  

   초, 주행거리는 16.4±5%km이며, 정상출력을 25% 감소시켜 주행할 경우에도 300km/h  

   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구배성능은 정상출력이 25% 감소되어 주행할 경우 선로 구  

   배 28‰ 구간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때 부스팅 기능이 작동될 경우 견인력은      

   52.86[kN/1MB]에 6.5%가 추가되어 56.29±5% [kN/1MB]이여야 한다. 최고속도는 고  

   속열차가 정상출력으로 주행하여 최고속도 330km/h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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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가속도 

  가속도 측정 시험은 두 가지 조건으로 시험하였다. 정상 출력 8,800kW일 때와 견인전

동기 2대의 출력이 차단하게 된 경우의 출력에 해당되는 6,600kW의 출력으로 열차를 

주행시켜 속도 0～60km/h까지 가속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는 그림10, 그림11과 같다. 정상출력 8,800kW일 때 가속도는 으로 

측정되어 평가 기준인 0.45±5%m/s2의 최소치 0.43m/s2 보다 0.04m/s2높게 측정 되었

고, 최대치는 0.47m/s2과 같은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0.45m/s2

보다 4.4%(0.02m/s2)높게 측정되었다.

그림 10 정상출력 가속도 시험

   

그림 11 정상출력 75% 가속도 시험

  정상출력의 75%(6,600kW)일 때 가속도는 으로 측정되어 평가 기준인 

0.33±5%m/s2의 최소치 0.32m/s2보다 0.11m/s2, 최대치 0.34m/s2보다 0.09m/s2높은 

결과를 얻었고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가속도 0.35m/s2보다 22.8%(0.08m/s2)높게 측정

되었다. 

2.3.3 주행속도 

  주행속도 시험은 가속도 시험과 동일한 출력 조건으로 시험하였다. 고속선 하행 58km

지점에서 열차를 출발시켜 300km/h까지 도달시간과 거리를 시험하여 그림12와 같이 열

차 출력이 정상출력일 때 도달시간은 296초, 주행거리는 15.3km로 측정되었다.

  평가기준인 주행시간 316±5%초, 주행거리 16.4±5%km을 만족하였다. 도달시간은 최

소치 대비 4초, 최대치 대비 35초 빠르게 측정되었고 도달거리는 최소치 대비 0.2km 단

축 되었고, 최대치 대비 1.9km줄었다.

  시뮬레이션 대비 도달 시간은 306초 보다 10초 빠르고 거리는 16.0km 보다 0.7km 

단축되었다. 열차 출력이 정상출력의 75%인 경우는 그림13과 같이 도달시간은 574초, 

거리는 47.8km로 시험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도달시간 455초 보다 26%(119

초)더 소요되었고 주행거리는 24.9km보다 22.9km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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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상출력 주행속도 시험

 

그림 13 정상출력 75% 주행속도 시험

2.3.4 구배성능

  구배성능 시험은 정상출력을 25%를 차단하고 선로구배가 28‰가 시작되는 지점에 열

차를 정차시킨 후, 다시 기동하여 60km/h까지 고른 견인력이 유지 되는지 여부를 시험

하면서 부스팅 기능을 병행하였다.

  시험결과 그림14와 같이 60km/h까지 57.06kN의 견인력이 균일하게 유지되었다. 평

가기준인 56.29±5% [kN/1MB] 보다는 최소치 대비 3.58kN높았고, 최대치 대비 

2.04kN 낮게 측정되었다. 전체동력의 75%로 환산하면 171.18kN에 해당된다.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견인력 167.7kN에 부스팅 비율 6.5%를 증가시킬 경우의 견인

력 178.6kN과 환산한 견인력 171.18kN은 7.4kN 작음으로 인하여 주행시간은 46초보

다 73%(34초)더 소요되어 80초가 걸렸다.

그림 14 구배성능시험

2.3.5 최고속도

  최고속도 도달시험은 열차 정상출력 상태에서 고속선 하행 22km지점에서 주행하여 

330km/h에 도달하는지를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그림15와 같이 출발 후 580초를 주행하여 330km/h에 도달하였고 거리는 

52.8km이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시간 415초 보다 39%(165초)초과 하였고, 거리

는 25.0km보다 27.8km를 더 주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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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최고속도시험

3. 결 론

  본 연구는 고속철도차량 추진시스템 성능해석에 관한 연구로서, 제작사양에서 제시한 

추진성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통합 계측시스템을 시험차량에 탑재하여 가속

도, 주행속도, 구배성능 및 최고속도 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가속도는 정상상태에서 60km/h까지 이 측정되어 평가 기준 0.45±5%m/s2

를 충족하였다.

  (2) 주행속도는 정상출력으로 300km/h까지 주행시간은 296초, 주행거리 15.3km로 

평가기준 시간 316±5%초, 거리 16.4±5%km을 만족하였다.

  (3) 구배성능은 정상출력의 75%로 고속선의 최고 구배인 28‰구배를 균일한 견인력 

57.06kN을 유지하면서 주행하여 평가기준이 만족되었다.

  (4) 최고속도는  330km/h를 주파하여 평가기준을 충족시켰다.

  (5) 다만, 정상출력의 75%상태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차이가 있었다. 가속도는 0.35m/s2

보다 큰  이였고 주행속도 시간은 예측시간인 455초 보다 더 소요되어 574초 

에 도달하였다. 최고속도는 예측시간 415초 보다 초과한 580초 이었다. 이는 시험선로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시험결과 모든 시험항목이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추진 시스템 성능은 안정성과 신

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고속열차의 안정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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