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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차량의 주행 중 에너지 소비 특성 예측 및 분석 연구
Prediction and Analysis of the Energy Consumption Considering the Electric
Railway Vehicle’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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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n electrical power simulation program was developed to predict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electrical railway propulsion system, which considered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s of the electric railway vehicles. The
developed program was designed to predictable the energy consumption during a virtual driving in the actual route of the
virtual railway vehicles equipped with a propulsion system consisting of power conversion equipments and traction
motors. In addition, the accuracy verification of the electrical power simulation program for a propulsion system was
performed by using a real power consumption data, which was measured during the driving of the railway vehicles in
the Gyeongui Line. In conclusion, the electrical power simulation program for a propulsion system was validated
throughout a comparative investigation between the simulated values and the experimental values and the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electric railway vehicles on the existing route or the new route will be possible to predict
throughout the virtual simulation considering the driving conditions of the electric railwa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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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철도의 운행환경은 고밀도화 및 고
속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철도에 전력을 공급하
는 급전회로에 있어서도 전력전자기술을 기초로 한 신기술
의 적용이나 전기철도의 고밀도화 및 고속운전과 협조된 방
식으로 개조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 특히
전기철도의 경우, 직류 및 교류방식 모두 열차의 감속 또는
정지 시에 발생되는 전력을 역행 전기철도차량 또는 전원으
로 반환하는 회생제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전기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전기철도차량의 에너지 소비
량 계측 및 분석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림 1은 한국 국유철
도의 연간 전철화율을 보여주며, 표 1은 수도권 전기철도차
량의 운영 현황을 보여준다[2, 3].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11년 기준으로 국내의 전철화율은 67%에 도달하였으
며, 2020년까지 85%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기
철도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계측 및 분석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4]. 최근 국내의 수도권 신도시 추가 개발
에 따른 수도권의 확대와 이에 따른 전기철도차량의 운행노
선 신설 및 증가에 따른 전기철도차량 운행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측정된 에너지 소비량 평가기준으로는 전기철

도차량에 투입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되
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연간 열차 운전용 연료비용 중
전기사용요금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철도
의 보급률이 증가하면 이 값은 전기사용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소비전력 저감을 위한 열차운영 방안 및 고효율
전기철도차량의 개발을 위해 운행조건에 따른 전력소비특성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철도
차량의 주행 중 에너지 소비량 예측을 위해서 전기철도차량
의 실제 운행조건을 고려한 추진시스템의 전력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운영노선
중 경의선에서 전기철도차량의 주행 시 역 구간 별 견인전
력, 회생전력을 실제로 측정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력시
뮬레이션 값과 전력소비량을 비교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결
과를 통해 전기철도차량의 운행조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특성 예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전기철도차량 시스템의 사양 및 전력부하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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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철도차
량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양 및 전기철도차량 시스템의 운행
중 전력부하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는 현재
경의선에서 운행되고 있는 복선전철용 전기철도차량을 보여
주며, 표 2는 일반적인 국내 수도권 전기철도차량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양을 보여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국내 수도권 전기철도차량 시스템의 급전전압의
AC25kV이며, 출력이 최대 4,000kW이며, 8량 1편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3은 수도권 전기철도차량 내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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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회로도를 보여주며, 표 3은 경의선 전기철도차량의 주요
장치별 전력 부하량 분포를 보여준다[3]. 일반적으로 수도권
광역전기철도의 서울 외부 운영노선은 역간 거리가 긴 노선
특성상 서울 내부 운영노선에서 보다 소비전력이 크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도입된 경의선 전기철도차량은
은 M-Car 4량(2량은 판토그래프가 설치된 차량), T-Car 와
Tc-Car 각 2량씩 총 8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력
부하량 테이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부하량의 85% 정
도를 인버터와 견인전동기로 구성된 추진설비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경의선 복선전철용 전기철도차량
Fig. 2 Electric railway vehicle for the Gyeongui double track
railroad

표
2 일반적인 국내 수도권 전기철도차량 시스템 사양
Table 2 System specifications of domestic metropolitan
electric railway vehicles

그림 1 한국 국유철도의 년도별 전철화율
Fig. 1 Electrification rates of Korea government railroads

1 수도권 전기철도차량 운영 현황
Table 1 Operation status of the metropolitan
railway vehicles

구 분
급전전압
기동가속도/감속도
제어방식
최고속도
출 력
차량중량

사
양
AC 25 kV
3.0 km/h/s / 3.5 km/h/s
VVVF-IGBT / 1C4M
110 km/h
4,000 kW
281 ton (8량/1편성)

표

구분

구간

electric

합계 경부선중앙선경의선경원선과천선분당선경인선일산선

-

서울 용산 서울 소요산오이도 선릉 구로 지축
/
/
/
/
/
/
/
/
신창 용문 문산 청량리남태령 보정 인천 대화

거리
397.6 122.9 71.2 46.3 42.9 40.4 27.7 27.0 19.2
(km)
역수
(개)

182

소요
시분

-

45

24

18

24

21

20

20

10

138.5 90.0 65.0 64.0 58.5 46.0 47.0 27.5

차량수
2,184 540
(량)

168

112

200

300

168

500 160

8.6

12.0

4.0

5.0

4.1

2.7

최소시격
(분)

5.7

표정속도
(km/h)

50.3 45.1 44.8 39.9 41.4 36.9 51.1 41.9

일평균
수송량 2,528 721
(천명)

778

77

40

6.0

428 286 295 547 134

그림 3 전기철도차량의 주요 전력회로도
Fig. 3 Main power circuit diagram of electric railway vehicles

표

3 경의선 철도차량 주요장치별 전력부하량 분포 (8
량/1편성)
Table 3 Power load distributions by main devices of electric
railway vehicles for the Gyeongui line (8 cars / 1
Organization)
구

분

M-Car Tc-Car T-Car

주전력변환장치
견인전동기 800x4
전원
보조전력
변환장치
전원

Total

4량(kW) 2량(kW) 2량(kW) 8량(kW)

0

0

3,200

냉방 부하

24x4

24x2

24x2

192

난방 부하

38x4

38.4x2

38x2

304.8

기타 부하

8.2x4

7.3x2

4.1x2

55.6

Trans. KIEE. Vol. 61, No. 5, MAY, 2012

3. 에너지 소비량 분석 모의 시뮬레이션 개발

표
4 모의 전력시뮬레이션의 각 부분별 입력정보
Table 4 Input data of each part in the virtual power

일반적으로 철도차량 운행 모의시험은 철도차량의 본선운

simulation

행 환경에 맞추어 가상적으로 시운전함으로써, 실제 운행 시

항 목

의 성능을 미리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열차용
추진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가/감속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철도차량의 주행 중 에너지 소비
량 예측을 위해서 전기철도차량의 실제 운행조건을 고려한

차

추진시스템의 모의 전력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진시스템의 모의 전력시뮬레이션은

량

전력변환설비와 견인전동기를 포함한 추진시스템을 탑재한
철도차량이 실제의 노선을 주행하는 것을 모사하여 철도차
량의 주행 중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써, 차
량 데이터, 선로 데이터 및 추진시스템의 견인력/제동력으로
부터, 가속도, 속도,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주행 중 소비전력을 계산하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5]-[7].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기철도차량의 실제
운행조건을 고려한 추진시스템의 모의 전력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의 구성 알고리즘을 보여주며, 표 4 모의 전력시뮬레이
션의 각 부분별 입력정보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5는 개발된 추진시스템용 모의 전력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각종 정보 입력 및 시뮬레이션 결과창을 보여준다. 본 연구
에서는 개발된 추진시스템용 모의 전력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경의선 구간의 문산역에서 금촌역까지 10.9km

값

열차총중량

정
보

281 ton
3.0

/ 3.5 km/h/s

노선데이터

구배/곡선 데이터 포함

주행저항식

1.867+0.0359✕V+(0.000745✕V2)W

점착계수

16 %

기어비

7.07

차륜경

860 mm

인버터 출력용량
추
진 인버터 출력전압
시 인버터 출력주파수
스
전동기 출력
템
전동기 전압
정
전동기 효율
보
전동기 최대트크

1100 kVA
0∼1370 V
0∼183 Hz
200.34 kW
1100 V
92.76 %
239.98 N.m

의 전기철도차량 모의 주행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은 경의선 모의 주행에 따른 전력시뮬레
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전력시뮬레이션 결과는
1C4M 기준의 소비전력량을 보여준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산-파주 구간은 소비전력이 13.27kWh, 회생전력이
2.2kWh이며, 파주-월롱 구간은 소비전력이 9.16kWh, 회생전
력이 2.2kWh이며, 월롱-금촌 구간은 소비전력이 13.91kWh,
회생전력이 2.51kWh로 계산되었다.

그림 5 추진시스템용 모의 전력시뮬레이션 프로그램
Fig. 5 Virtual power simulation program for the railway
propulsion system

그림 4 전기철도차량의 운행조건을 고려한 추진시스템용 모
의 전력시뮬레이션의 구성 알고리즘
Fig. 4 Configuration algorithm of the virtual power simulation
for the propulsion system considering the operating
conditions of electrical railwa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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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의선 모의 주행에 따른 전력시뮬레이션 결과
Fig. 6 Power simulation results based on the virtual driving
on the Gyeongui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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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철도차량 주행 중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시뮬레이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전기철도차량의 실제 운행조건이 고려된
추진시스템용 전력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정확성 검증을 위
하여 경의선에서의 전기철도차량의 주행 시 문산역에서 금
촌역까지 구간 별로 계측된 소비전력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 소비전력의 측정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수행하였으며, 경
의선 전기철도차량의 역행 및 제동 시 주전력변환장치 내부
에 전력기록 분석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상태정보 및 전압
센서(PT)와 전류센서(CT)를 통한 실제 측정값으로부터 실
소비전력량을 도출하였다. 그림 7은 경의선 전기철도차량의
주행 중 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위한 계측 회로도를 보여준
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전력변환장치 내부의 컨
버터와 인버터 사이에 PT/CT를 설치하여 실제 전압과 전
류값을

측정하였다.

그림

8은

주전력변환장치

내부의

PT/CT 설치 이미지를 보여준다[3]. 그림 9는 경의선 전기철

그림 8 주전력변환장치 내부의 PT/CT 설치 이미지
Fig. 8 Images on the PT/CT installation inside the main
power conversion device

도차량이 문산역에서 금촌역까지 주행 시 주행속도와 소비
전력량을 4회에 걸쳐서 계측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9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차의 가속 시 역행전력과 제동
시 회생전력이 잘 계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경
의선 전기철도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
션에 의한 결과 사이의 비교를 보여준다. 표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역 구간에 따라 계측된 에너지 소비량과 시뮬레이
션값 사이에 차이를 보이며, 역행전력은 4∼18% 정도의 차
이를 보이며, 회생전력의 경우는 24∼30% 정도의 차이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생전력 부분의 오차가 크
게 발생한 이유는 전력시뮬레이션 시 적용한 차량의 점착계
수가 실제 차량의 운전 시 점착계수 보다 작은 값이 반영
되어 전기제동 요구값이 작아져서 결국 회생 시 사용된 에
너지량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차량의 정확한 점
착계수 특성이 고려가 된다면 회생전력 부분의 오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5에 의한 비교 결과를 통

(a) 주행속도 (Running speed)

해서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전기철도차량의 운행조건을
고려한 추진시스템용 모의 전력시뮬레이션의 유효성 검증
가능하였으며, 향후 전기철도차량의 운행조건에 따른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 특성 예측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b) 에너지 소비량 (Energy consumption)
그림 7 경의선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을 위한 계측 회
로도
Fig. 7 Circuit diagram for the measurement of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Gyeongui line railwa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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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의선 전기철도차량의 주행속도/에너지 소비량 계
측 데이터
Fig. 9 Running speed and energy consumption measurement
data of the Gyeongui line electric railwa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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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의선 전기철도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 결과

와 시뮬레이션 결과 사이의 비교
Table 5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ments

consumption in rail transit systems by simultaneous
and

simulation results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문산-파주
역행
회생
11.13
2.78
13.3
3.26
12.07
3.15
10.79
2.49
11.82
2.92
13.27
2.20
112

파주-월롱
역행
회생
7.75
2.44
10.23
3.45
8.02
2.57
9.34
3.17
8.84
2.91
9.16
2.20

75

104

5. 결

76

월롱-금촌
역행
회생
13.3
4.22
11.5
3.42
10.84
3.16
11.66
3.63
11.83
3.61
13.91
2.51
118

70

차 출발시간 조정에 관한 연구", 철도저널 제14권 제2
호 통권63호, pp.167-173, 2011.
[7] S.P. Gordon, D.G. Lehrer, “Coordinated trai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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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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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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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S. Han, J.R. Kim, J.W. Kim, K.M. Kim,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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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ilway

system”,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09.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철도차량의 주행 중 에너지 소비량 예
측을 위해서 전기철도차량의 실제 운행조건을 고려한 추진
시스템의 전력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에는 전력변환설비와 견인전동기를 포함한 추진시
스템을 탑재한 철도차량이 실제의 노선을 주행하는 것을 모
사하여 철도차량의 주행 중 에너지 소비량 예측이 가능하도
록 구성하였으며, 차량 데이터, 선로 데이터 및 추진시스템
의 견인력/제동력으로부터 가속도, 속도,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주행 중 소비전력을 계산하는 기능을
포함하였다. 또한 경의선 실 노선에서의 경의선 철도차량의
주행 시 문산역에서 금촌역까지 구간 별로 계측된 소비전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기철도차량의 실
제 운행조건이 고려된 추진시스템용 전력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의 정확성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역 구간에 따라 계측된
에너지 소비량과 시뮬레이션값 사이에 역행전력은 4∼18%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회생전력의 경우는 24∼30% 정도의
차이가 보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의해 개
발된 전기철도차량의 운행조건을 고려한 추진시스템용 모의
전력시뮬레이션의 유효성이 검증되었으며, 향후 전기철도차
량의 운행조건에 따른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노선
또는 신규 노선에 대한 전기철도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특성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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