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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hile electric multiple unit is moving on the rail, the content of measuring and

analysing electric power consumption is mentioned. In order to measure the electric power

consumption, we developed the power record analysis equipment and installed it the inside of the

converter and inverter system to record the electric power consumption measured by voltage sensor

and current sensor. Moving on the rail, we analysed traction power used up and regenerative power by

using the measuring instrument. We expect that the measured and analysed data will offer basic

research material to devise a energy reduction plan and introduce a new EMU system with high

efficiency.

1. 서 론

최근 국가 차원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비

전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비전 제시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 전 세계적 경제성장 및 신흥 경제국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등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원유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디젤 중심의 일반 철도차량을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운행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운행 중 소비되는 전력량이나 경유의 소비량은 2009년 기준으로 영업비용의 약

20%에 해당할 정도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동열차의 경우, 열차 운행 시 주행에 따른 소

비전력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적용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전동열차를 비롯한 전기

차량에서 견인용 전동기로 유도 전동기를 채택하여 제동할 때 회생전력을 활용하는 인버터 제어시스템

을 보편화 하면서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고 있으나 이는 주행 중 소비되는 에너지를 계측하고 분석하

는 장비로 볼 수 없으므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열차가

주행할 때 소비되는 전력량을 측정하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열차가 주행하

면서 소비하는 견인전력, 제동 시 발생되는 회생전력, 보조전원장치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 절감방안 수립 및 향후 전동차 구매 시 고효율의 에너지 절감형 전동열차

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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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수도권 전동열차 시스템

전동열차는 1973년 대일차관자금에 의해 186량(철도청 126량, 서울지하철 60량)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이듬해 4월에 일본에서 도입되었으며, 시험운행을 거쳐 1974년 8월 6량 편성(Tc-M-M'-M-M'-Tc의

4M2T로 구성)으로 수도권 전철(서울～수원, 구로～인천, 청량리～성북)이 개통되었다. 철도청의 AC25kV 60Hz와

서울지하철 DC 1500V 구간을 직통 운용함으로써 도시 철도용 전기차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8년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에 따른 교통 대책의 하나로 과천, 분당 및 일산선 건설이 추

진되었으며 이 노선에 운용할 차량으로 새로운 시스템인 인버터 제어방식 전동열차를 개발하여 1994년

과천선에서 최초로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후 수도권 전동열차는 점차적으로 노선이 증가하여 경부선(서

울～천안),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용산～소요산), 안산선(금정～오이도), 과천선(금정～인덕원), 분당

선(선릉～보정), 일산선(지축～대화), 중앙선(용산～국수), 광명고속선(영등포～광명) 등을 운행하고 있으

며, 수도권 인구증가 및 생활지역 확대 등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와 인구분산을 위한 노선연장, 신설

노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저항제어 방식 436량과 인버터 제어방식 1,748

량의 전동열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87%는 영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13%는 전동열차의 유지보수 및

예비차량으로 운용되고 있다. 전동열차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구동용 동력장치는 없고 운전실이 있는

Tc차량과 구동용 동력장치를 장착한 M차량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집전장치, 주변압기, 견인전동기가 장

착된 M'차량과 운전실과 구동용 동력장치가 없는 T차량으로 구분된다. 전동차의 기본 편성은 Tc차량 2

량, M차량 2량으로 구성하여 4량을 1개 열차로 편성할 수 있으며, 노선별 여객 수요 등을 감안해 M차

량 및 T차량을 추가로 증결․조합하여 6량～10량 편성으로 단위 열차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1

에 현재 운용중인 전동열차의 일반사양을 나타내었다.

Tc M M' T M' T1 T M M' Tc

표 1 전동열차 일반사양

그림 1 전동열차의 구성(10량)

구분 사양 비고

편성구성 6～10량 1편성 4량1편성/셔틀

열차길이 약 200m 10량

열차중량 446.21톤 10량, 자중 및 승객

정 원 1,576명 10량

주행속도 110km/h 가속도 3.0km/h/s

견 인 력 210kN 유니트 (M-M')

출 력 1,600kW 유니트 (M-M')

신호장치 ATC/ATS -

전기방식 단상 25kV. 60Hz -

비상제동거리 60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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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측 시스템

전동열차 운행 시 소비되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력분석기를 설치할 경우, 계기용변압기(PT:

Potential Transformer)와 계기용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r)의 배선 인출과 배선이 지나가는 경

로, 배선을 지지할 개소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장비의 설치공간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전압과 전류를 검출하는 PT 및 CT의 전기적인 결선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절

연구간 통과 또는 전차선 이선 등 계측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PS(무정전 전원공

급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여 단상 220V 전원 인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력량 측정의 경우, 영업

운행을 수행하는 전동열차에서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동열차는 주요장치와 장치 간 또는

차량 간에는 회로보완 또는 기기 추가를 고려하여 약간의 예비 배선을 확보하고 있을 뿐 AC BOX와

LJB간에는 예비 배선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소비전력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열차의 계측환경과 계측장비가 갖추어야 할 기능, 측정위치 및 개소, 데이터 수집 후 가

공처리 방법 등을 정의한 후 소비전력량을 분석할 수 있는 전력기록분석장치(Power Record Analysis

Equipment)를 개발하여 전력량 측정을 추진하였다. 전동열차가 주행할 때 소비되는 추진 전력과 객실

등에서 소비되는 보조 전력 등의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하여 M'차량 차체하부에 설치된 주 변환장치 내

부공간을 활용하여 소비전력을 기록,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보드를 설치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주 변

환장치의 컨버터단과 인버터단 사이의 직류 링크단에 DCPT를 설치하여 전압을 검출하고 인버터 입력

측 암(Arm) U, V, W상(相)에 DCCT를 설치하여 검출된 전류는 PRA보드(Power Record Analysis Board)

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적산하도록 하였으며, 모니터링 보드에는 주 변환장치 제어기에서 견인, 제동,

응하중 신호와 연결하여 열차의 주행 속도와 하중 변화에 따른 소비전력량 변화관계를 기록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조전원장치의 소비전력량은 직류 링크단에 DCPT, 장치 입력 측 DCCT를 설치하

여 2개 편성을 측정하였다. 전력기록분석장치는 전동차 1개 편성에 1대씩 5개 편성에 설치하였고, 5개 편

성 중 3개 편성은 차량 10량으로, 2개 편성은 8량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에 전력기록분석장치의 설치

위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2 주 변환장치 주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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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력기록 분석 장치 설치위치

소비전력량 측정 장치는 모니터링 시스템, 전압센서, 전류센서 및 전원공급 장치로 구성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소비전력 측정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제작하였다. 연산을 실

행하는 디지털 신호처리기는 TSM320c32이며 5ms의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수집하며 16시간 정

도의 소비전력량을 CF 카드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기록된 데이터는 PC분석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

하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보드 사양은 표 2와 같다.

그림 4 PRA Board

표 2 PRA Board 사양

구 분 규 격 비 고

DSP TMS320c32 - 60Mhz 연산처리

데이터 기록메모리
Compact Flash Memory

2Giga Byte
수집된 데이터 기록

데이터 저장메모리 DS1245Y 실시간 데이터 저장

A/D Converter AD7891AS-1 아날로그 신호 변환기

Photo Coupler TLP620-4 디지털 입력신호 절연용

Isolation Amp AD202JY 아날로그 신호 절연입력

Timer IC DS12c887 시계 IC

Power Source DC100V/5V,+15V,-15V 제어전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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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CPT

그림 6 DCCT

직류링크단의 전압을 검출하는 전압센서는 주 전력 변환장치의 1,800V 모선의 전압을 DCPT를 사용하

여 300:1의 변환비로 제작하였으며 그림 5에 형상을 나타내었다. 전류센서는 출력 전류 및 각 FEEDER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각 측정개소의 배선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그림 6에 형상을 나타내었다.

2.3 분석 프로그램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프로그램 프로그램은 CF 카드에 기록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그래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며 이동하는 커서에 의해 기록된 시간과 커서가 위치한

데이터의 실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간에 누적된 소비전력, 회생전력 및 SIV 소비전력등도 누

적되어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과 같이 바탕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GpProEx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은 Directory Tree를 통해서 Mempack을 로드한다. Mempack은 기록된 데이터를 어떻게 읽

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맷을 기록한 파일로 기록된 데이터의 메모리 헤더(Header)와 바디(Body)를 포함하며

사용자에 의해서 편집될 수 있다. 헤더(Header)에는 기록된 시간과 저장된 메모리의 위치를 기록한다.

그림 7 Mempack Load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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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래프 화면

측정된 데이터는 그림 8과 같이 위에서부터 필터 캐패시터 전압, SIV 입력전류, CI 입력전류, 모터 전

류, 노치와 각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누적된 CI 소비전력, CI 회생전력, SIV 소비전력의 순으로 표출된

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디지털 신호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좌측 신호명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

며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푸른색으로 표시되고,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는 커서가 위치한 시점의 전류 및

전압의 값을 표출한다. 두 개의 수직선 을 통해 두 선의 차이 값을 표시할 수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는 마

우스의 드래그 기능을 이용하여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2.4 소비전력량 분석

수도권 전동열차 노선 중 경인선, 중앙선, 경의선 3개 노선에 대하여 소비전력을 측정하여 운행구간, 주행

속도, 주행 거리, 보조 전원장치, 차량 중량에 대한 소비전력량을 각각 분석하였다. 전동열차가 각 노선에

서 주행 중 소비한 전력량은 전동차량에 승․하차하는 승객의 수와 정차시간 차이, 전동차량의 편성량수,

주행선로의 기울기, 정거장과 정거장간 거리가 다름에 따른 속도변화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요

인들을 측정대상에 포함하여야 더욱 정확한 소비전력량 분석이 가능하나 실측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전동열차 주행 시 소비되는 전력량의 변화 추이는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중앙선(하행) 역 구간별 주행속도와 소비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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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중앙선 일부 구간 운행 중 전동열차 속도 별 소비전력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동열차의 운행

속도 증가에 따라 소비전력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은 각 노선별 전동열차 주행 시

소비한 전체 전력량을 나타낸다. 운행구간 별 주행전력량은 비슷한 수준이나 견인전력의 경우 상행선

운행 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열차는 경인선 10량 1편성, 중앙선

및 경의선은 8량 1편성으로 전체 소비전력량을 대상으로 구간 별 전동열차 1량에 대하여 소비되는 평균

전력량 예측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은 열차 중량(1Ton)당 소비되는 전력량을 나타낸 그래프

이며 경인선에 비하여 경의선을 주행한 경우의 소비전력량이 다소 높게 분석되었다. 경인선 및 중앙선

의 경우 중량(1Ton)당 소비되는 전력량은 비슷한 수준이며 경의선 운행 전동열차의 소비전력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인선 및 중앙선의 경우 평균속도는 64.8km/h 수준, 경의선의 경우는

84.7km/h 수준으로 주행속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는 경인선을 운행하는 전동열차의

보조전원장치(SIV)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나타낸다. 부천～인천 구간 운행 시 전력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하 운행구간과 지상 운행구간의 외기온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전동열차 운행 노선별 전체 소비전력량

그림 11 전동열차 중량(1Ton)당 소비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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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경인선(하행) 보조전원장치(SIV) 소비전력량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노선별 전동열차의 주행 중 소비전력량을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전동열차의 소비전력 측정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소비전력 측정 장치를 개발하였다.

(2) 전동열차가 1km을 주행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량의 추이를 확인하였다.

◦경인선 : 19.9KWH ◦중앙선 : 21.9KWH ◦경의선 : 25.8KWH

(3) 전동열차의 중량 대비 전력소비량은 1톤당 약 2KWH정도 소비되었다.

(4) 보조전원장치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지하구간이 경유될 때 1Km당 약 3KWH, 지상은 3.8KWH로 운

행구간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5) 수도권 전 노선의 전동열차 주행 시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측정장비를 보완하면 더욱 정확하게 소비전력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전동열차 에너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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