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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atter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omponent. as a power source of the control of rolling 
stock at starting movement or emergency control. Now widely used batteries are Ni-Cd batteries 
and lead accumulators, and these are increasingly getting smaller and lighter. In addition, the 
electric capacity required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ntrol technology 
of rolling stock.

Therefore, various kinds of high-efficiency battery are considered for the new routes' rolling 
stock, but rolling stock's batteries should be fully tested to prove safety and also have no 
difficulty in terms of management. so because of the requirement. it is difficult to be in practical 
application.

In this paper, we will survey cases of applying battery to rolling stock and then we 
will review whether there is any problem about safe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to discuss 
future trend of batteries.

국문요약

축전지는 차량을 기동할 때나 비상시의 제어전원으로서 철도차량의 구성품 중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축전지로는  연축전지와 니켈카드뮴축전지 등이 있

으며 점차 소형화 경량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철도차량의 전자제어기술의 발달

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전기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고효율 축전지들

이 신규 노선의 차량에 검토되고 있지만 철도차량용 축전지는 안전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

어야 하며 또한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요구조건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철도차량에 적용된 축전지 사례를 조사하고 적용을 시도 중인 축전지

들의 특성을 확인하여 안전 및 성능,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향

후 축전지 발전 동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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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축전지는 철도차량의 초기 기동이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조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축전지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연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 축전지가 있으며 연납축전지는 50년 이

상 철도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니켈카드뮴 역시 

연납축전지를 대체하여 연납축전지보다 가볍고 높은 에너지 수준의 성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
재까지는 어느 정도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된 니켈카드뮴 축전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철도

차량의 많은 부분이 전기,전자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일한 조건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경량화된 축

전지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어떤 종류의 축전지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적용 가능한 축전

지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향후 철도차량 축전지 설계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본론

2.1 축전지 개요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중 화학에너지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또는 기계적인 가동부분이 거의  

    없는 것을 넓은의미에서 전지라고 한다. 1차전지는 일단 방전하면 구성물질을 교체하지 않으  

    면 다시전지로 사용할 수 없다. 2차전지는 축전지라고도 하며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  

    환해서 저장(충전)해, 필요에 따라 전기에너지를 꺼낼(방전)수 있는 장치이다. - 연축전지와   

    알카리축전지 등

 2.1.1 종류

  축전지의 종류는 크게 아래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a. 극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와 성능

   b. 형식에 따른 분류 - 거치형과 이동형

   c. 구조에 따른 분류 - 시일형, 밴드형, 오픈형

 2.1.2 축전지 용어

  축전지 관련한 용어들에 관하여 간략히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1)정격(공칭)용량

    25℃ 온도에서 충전된 축전지를 규정전류로 규정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전기량으로 다음에 따라 나타낸다.
    전기용량(Ah) = 방전전류(A) ×방전종지전압까지의 연속방전시간(Ah))
  2)방전종지전압

    축전지를 일정한 전압이하로 방전하면 극판이 열화되므로 일정한 전압으로 방전을 정지할  

      필요가있다. 이 전압을 방전종지전압이라고 하며 축전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3)방전율

    방전율에는 전류율과 시간율이있으며 일반적으로 시간율로 나타낸다. 방전시간율이란 방   

      전전류를 시간율(hr)로 나타낸다.
  4)용량환산시간

    용량환산시간은 방전율의 역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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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축전지사양 사이트명 축전지사양 사이트명 축전지사양

인천1호선

니켈카드뮴

(112Ah/5h,중
율)

신분당선

니켈카드뮴

(240Ah/5h, 
중율)

마르마라이

니켈카드뮴

(220Ah/5h,중
율)

08 경의선

니켈카드뮴

(70Ah/5h,저
율)

'06 부산 

김해 경전철

니켈카드뮴

(115Ah/5h,중
율)

아테네 3기
니켈카드뮴

(220Ah)

서울시9호선

니켈카드뮴

(70Ah/5h,중
률)

상파울로 

4호선

니켈카드뮴

(220AH/5h,중
율)

자기부상열

차

(개발사양)

니켈-수소

(60Ah/5h)

순

번
관련법규 및 적용규격 시험 내용

1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

험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
641호)

[별표 14] 조합된 차량의 기능 및 동작측정시험,
(다) 축전지 및 충전기 기능확인시험

3)시험방법

다) 충전기간동안 가스가 위험할 정도로 축적되지

 않도록 축전지 박스의 통풍이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2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시행요령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304호)

[별표 1] 도시철도차량용품 품질인증대상,36번
 전동차용축전기(BA)
[규격번호:KRT-UV600-BA001]
1.적용범위

    이 규격은 전동차의 니켈-카드뮴 축전지에 대하여 적용한

다.
3 도시철도차량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차량, 

  5)충전특성

   축전지의 용량산출은 다음식으로 한다>
    C = (1/L) * K * I
    [C : 25℃에서의 정격방전율 환산용량(Ah), L : 사용 중인 갱년 용량 저하율, K : 방전시간  

       T, 전지의 최저온도 및 허용 할 수 있는 최저전압으로 정해지는 용량 환산시간(h), I : 방  

      전전류(A)]

2.2 축전지 적용 사례

  철도차량에 적용한 축전지 사양을 사이트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성능과 신뢰성, 유지보수성 등이 검증된 니켈카드뮴 축전지가 사용되고 있  

    으며 양산이 아닌 개발과제로서 가기부상열차에 니켈-수소 축전지가 적용되어 시험 중  

    에 있다. 

2.3 축전지 관련 법규

  현재 철도차량에 적용 중인 축전지는 아래의 법규 및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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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8호)

3.3.6.3 충전기

4) 충전방식 : 상시 부동 충전방식

3.3.6.4 축전지 

3) 축전지 충전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화에 의한 폭발 방지 및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한다.

4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608호)

[별표 1] 입고검사의 대상항목

110번 축전기, 111번 축전지충전기

5 KS C 8544 [밀폐식 니켈수소(Ni/MH)전지]

6 KS C 9517 [직육면체형 배기식 니켈 카드뮴]

구 분
니켈-카드뮴

축전지

니켈-수소

축전지

리튬 철

인산염 축전지

전지Type 배기형 밀폐형 밀폐형

Cell공칭전압 1.2V 1.2V 3.2V

Cell 종단전압 1.0V 1.0V 2.5V

최저70V기준 

구성Cell 수량
70 Cells 70 Cells 28 Cells

Cells 
크기

(70A기준)

길이(m
m)

39.5 40 75

폭(mm) 169 116 126
높이(m
m)

305 178 196

Cell 중량 (kg) 3.25 1.5 2.9

시스템 구성Cells × 
중량 (kg)

227.5 105 81.2

극판구성
양극 Ni(OH)₂ Ni(OH)₂ Li-FePO₄

음극 Cd(OH) ₂ 수소흡장합금 C

안전성 양호 납음 우수

예상수명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2.4 축전지 성능 비교

  현재 철도챠량에 적용 검토 중인 여러 신규 축전지 중에서 다른 분야에서 기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축전지들과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사양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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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카드뮴 없음 없음

과충전,과방전 특성 우수 보통 우수

온도특성 우수
주변온도에 따른 

관리 필요
우수

적용실적

국내/해외

철도차량 다수 적용

(부산김해,
캐나다RAV 등)

철도차량 

적용실적 無,자동차 

적용실적 有

(하이브리드용)

無

 축전지 공급업체
C5
Ah

Hours Minutes
5 3 2 60 30 15

니켈-
카드뮴

S 社 70 14.0 24.3 36.3 70.8 128 213

리튬 철

인산염
A 社 70 14.5 24.0 36.1 70.0 133 252

  
2.4 축전지별 성능 비교

  1)정격용량은 100AH를 기준용량으로 1시간율로 방전할 때에 니켈-카드뮴의 효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니켈-수소 축전지는 순간 과방전 시 전류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외형치수 및 중량은 니켈-카드뮴 대비하여 니켈-수소 축전지의 외형치수     

      는 약 2/3 수준이며, 중량은 1/2 정도이다.

  2)방전 시간에 따른 효율 검토

    각 방전 시간에 따른 방전용량을 비교하면 [표2]와 같다.

   
   비상시 1시간 방전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두 축전지 모두 70A 이상의 양호한 방전 성능   

     을 보이고 있으며 15분 동안의 급속방전 상황에서는 리튬 철 인산염 축전지가 보다 월등한  

     성능이 예상된다.

  3)외부온도에 의한 방전 효율 

   외부온도에 따른 방전 효율을 Graph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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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니켈카드뮴 S 社 고효율 축전지

[표]리튬 철 인산염 A 社 축전지  

 
 겨울철 날씨를 고려한 -10℃ 온도에서의 2시간 방전(0.5C)을 고려한다면 니켈-카드뮴 축전지   

   의 방전효율은 약85%를 예상할 수 있으며 리튬 철 인산염 축전지는 약 70%의 효율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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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니켈-수소 축전지 구조와 적용 가능성 검토

  현재, 산업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밀폐형 니켈-수소 축전지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1) 일 반

  니켈-수소 축전지는 충/방전시 전지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가 극판에 흡수되거나 전해액으로  

    환원되므로, 전해액의 감소가 거의 없어 철도차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니켈-카드뮴 축전  

    지와는 달리 정제수 보충이나 점검이 필요 없는 무보수형이다.
 2) 기 능

  충전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하여 BMS(축전지 관리 시스템) 고장 혹은 주변 온도 상승 등과   

    같은 규정된 운용조건 이외의 상태 발생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⑧배기변 (안전변)이 동작하여  

    가스를 방출하게 설계되어 있다. (배기변 동작압력: 4.7±0.5kgf/cm2압력에서 개방)
 3) 문제점

  배기변 개방시 전해액 감소로 수명단축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시 전해액 보충이  

    아닌 CELL 교체가 필요함으로 인하여 비용이 니켈-카드뮴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3 니켈-수소 축전지 철도차량 적용 시 시스템 구성

  1)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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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태 BMS 기능

정  상 충전시스템으로부터 상시부동충전 유지 (권장온도:25±5℃)

주변 온도 

상승시

축전지 온도 상승시 전류 차단

 ->간헐충전모드로 전환하여 충전 관리

충전시스템 이상 

발생시

지속적인 과전압, 과전류 유입시

1)BMS정격 이내: 간헐중전모드 전환과 해제를 반복하며 충전 관리

2)BMS정격 초과: 제어 불능으로 인한 축전지 손상 불가피.

                         
     ※니켈-수소 축전지는 충전 과전압과 과전류에 민감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BMS라는  

         장치가 필요함.

  2)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주요 기능

 
 3) 철도차량 적용 시 문제점

   위의 [표3-2]에서 나와 있듯이 니켈-수소 축전지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선 BMS의 성      

     능 보장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BMS의 성능을 보장키 위한 시험규격, 제      

     작검사(입고검사) 등과 같은 검사 규격이 없으며 철도차량 환경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     
     (영종도 자기부상열차에 적용한 사례는 현재 진행중인 국책개발과제로써, 외부 환경에 장시  

     간 노출되어 테스트한 결과는 없는 상태 임)
   여름과 같은 높은 온도(30℃ 이상) 환경에서 니켈-수소 축전지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온도  

     상승으로 인한 축전지 손상을 막기 위하여 상시부동충전간헐충전 방식으로의 변환이 불가  

     피 하며, 장시간 간헐충전이 이어질 때 차량의 전류 소모로 인하여 축전지 완전방전의 위험  

     이 있음.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에 ‘상시부동충전’을 규정하고 있음.)

3.4 시험 규격 검토

 1) 규격 일반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의 축전지 도시철도용품 품질시험 기준(KRT-UV600-BA001)에   

    근거하여, 제작검사(입고검사) 품질을 검증 받고 있다. 하지만 KRT-UV600-BA001은 적용범위  

    가 ‘니켈-카드뮴 축전지’에 한정되어 있음.

 2) 현 시험규격 니켈-수소 적용 시문제점

  철도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니켈-수소 축전지의 명확한 시험 규정이 없음.
  현재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니켈-수소 축전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인 KS C 8544
  (밀폐식 니켈수소(Ni/MH)전지)만이 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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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격

시험항목

KRT-EV600-BA001
(전동차용 축전지(니켈-카드늄))

KS C 8544
(직육면체형 밀폐형 니켈-수소 

축전지)
시험 조건 판정기준 시험 조건 판정기준

충전 조건 0.2C5 (A)/ 7~8hr -
0.2 C5 (A)/ 4hr

0.1 C5 3~4hr
-

20℃
방전성능

0.2 C5 (A) / 1.0V 5시간 좌동

1 C5 (A) / 1.0V 50분 좌동

5 C5 (A) / 0.8V 4분 5 C5(A) / 0.8V 3분

-18℃
방전성능

0.2 C5 (A) / 1.0V 3시간 30분 좌동

1 C5 (A) / 0.9V 25분 좌동

2 C5(A) / 0.9V 7분 30초 좌동

정전압 

충전시험

0.2 C5(A) /
1.455V(20±2℃)

0.2 C5 방전지속시간: 
3.5시간

규정하지 않음.

용량보존시

험

28일 방치후 용량

(20±2℃)
0.2C5 방전지속시간

: 4시간

좌동

내구성

(20±2℃)

DOD62.5%
(방전량 대비

140% 충전)
500회 이상

DOD60%
(방전량 대비

125% 충전)

500회 

이상

내진동

온진폭 3.5mm, 가속도 1.4G,
진동시간 - 전후 2hr, 좌우2hr, 상하 4hr(관련 

규격 : KS R 9144 2종 B)
규정하지 않음.

기 타
부동충전 : 1.4 ~ 1.45V/Cell

균등충전 : 1.55V/Cell
규정하지 않음.

3) 전동차용 축전지 시험규격 대비 산업용 축전지 시험규격 비교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전지 도시철도용품 품질시험 기준(KRT-UV600-BA001)"에서 요구  

  하고 있는 "정전압 충전시험, 내진동 시험, 부동 및 균등충전"에 대한 시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철도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니켈-수소 축전지의 특성을 고려한 니켈-수소 축전지 신규  

  규정이 필요하다.

421



3. 결론

현재 철도차량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기준으로 니켈-수소, 리튬  

  철 인산염 축전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니켈-수소 축전지는 니켈-카드뮴 대비하여 크기는 2/3, 중량은 1/2 수준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장  

  점이 있으나, 방전성능 면에서는 니켈-카드뮴 축전지가 조금 우수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그러  

  나, 과충전에 의한 폭발과 성능 저하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을 보완하기 위해 니켈-  
  카드늄 축전지에 비해 니켈-수소 축전지는 별도의  BMS라는 장비가 필요로 한다.

또한, 니켈-수소 축전지와 리튬 철 인산염 축전지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밀폐식으로 인  

  한 무보수’라는 것은 얘기치 않은 진동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도 실현될 지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철도차량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철도차량용 축전지 시험규격은 니켈-카드뮴 축전지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환  

  경에서 신규 개발 축전지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선 최소한 철도차량환경과 축전지  

  특성이 고려된 시험방법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니켈-수소 축전지 등의 신규 축전지를 철도차량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관련근거  

  및 시험규격이 미흡하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  

  지만 제도적인 개선 및 계속적인 시험으로 성능 및 신뢰성, 유지보수성 등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축전지들이 철도차량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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