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열차 운행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운전모드 결정

김용현 김동환 김치태* ** ***

서 론1.

철도차량은 현재까지 개발된 육상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대량의 수송수단이다 특히 전.

동열차는 타교통수단에 비해 도심구간 및 근교의 고밀도 수송수요를 위한 대량 수송성,

안전성 및 환경친화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세계 주요 대도시 등에 집중 건설 및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정된 역간거리를 정해진 운전 시분내 주행하는데 있어 에너지

절감에 관한 운행방식과 사례검토가 미비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역

행시 의 가속도 및 감속도를 얼마나 어떤 모드 로 주행(Powering) (acceleration) , (mode)

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여기서 결정된 운행 에너.

지 최소화를 만족하는 주행패턴은 추후 자동운전모드에서 목표 궤적이 되어 이를 추종

하는 제어기의 설계의 근간이 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동열차 특성을.

파악하고 전동열차의 주행에너지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실노선의 주행결과와 같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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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을 통한 시뮬레이션 하여 구현된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한다Matlab .

또한 가상선로에서 역행시 가속도 및 제동 스텝(acceleration) (brake-step)를 변화시켜

전동열차 주행 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주행패턴을 찾고 도시철도 호선 돌곶이 석계구간, 6 -

및 동묘 신당구간의 실제 운행 데이터를 적용하여 주행에너지를 절감 시키는 주행패턴을-

제시하였다.

전동열차의 주행2.

전동열차의 운전모드2.1

전동열차 운전모드는 그림 과 같이1

역행 운전모드(powering driving Mode),

타행 운전모드(coasting driving Mode),

제동 운전모드(braking driving Mode 로)

되는 운전바탕에 에서 운전하게 된다 그림 열차의 운전모드. 1.

전동열차의 주행 에너지2.2

전동열차는 가선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적 에너지를 견인전동기에 공급하고 견인 전동기

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열차를 가속하게 된다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

는 전동열차가 주행시 소비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역행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

는 것이 전동열차의 주행에너지를 절감하는 관건이 된다.

역행시 소비에너지는 전동열차의 가속도와 최고속도에 의해 좌우되는데 정차역수가 많고 운

전 시분이 짧아 역행 운전모드와 제동 운전모드를 수시로 반복해야 하는 전동열차 특성상

가속도는 전동열차가 낼 수 있는 최고 가속도를 이용하여 운전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된 역.

간거리와 정해진 운전시분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고속도를 낮추어 운전하는 것이 주행시

소비에너지를 절감하는 주요한 방법이 된다 한편 역행 운전모드를 짧은 시간에 적용하면.

주행에너지는 적게 소모되지만 운행속도가 낮아져 정해진 운전시분을 만족할 수 없고 제동

운전모드를 빨리 적용하면 정해진 거리를 만족 할 수 없으므로 고정된 역간거리와 정해진

운전시분을 만족하는 타행 운전모드의 시작점과 제동 운전모드의 시작점을 결정하는 것이

운행 에너지를 절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역행시 소비되는 에너지와 제동시 회생되는 에너지를 다루게 되는데 열차의

주행에 따른 전체 소비 에너지 는 식 과 같이 표현되며J[kwh] (1) , Jp 는 역행시 소비된 에너

지이고 Jrq는 회생 제동시 회생된 에너지이다.

J = Jp - Jrq (1)

Jp = F∫ +(t)v(t)dt (2)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2.2 Matlab

역행 모델2.2.1 (powering) .

그림 는 으로 구현한 시뮬링크메인 블록 다이아그램2 Matlab (simulink block 이다dia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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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력은 전동열차 성능곡선에 나타나는

동륜주 에서의 견인력 을(wheel rim) [kgf]

사용하며 역행시간을 정해주면 주어진

시간 동안 전동열차 시스템에 속도에 따른

인버터제어모드별로 견인력을 산출하여

하여 입력한다 전동열차 최대견인력은.

일 때가 가속도 를 유0~35km/h 3.0km/h/s 지

하기 위해 가장 크며 정출력 영역(35 60～

k 은 속도에반비례하고전동기특성영역m/h) 그림 2. Main block diagram of Matlab

(60~110 에서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

제동 모델2.2.2 (braking)

제동은 그림 와 같이 공기제동과 회생제동이 병용으로 일괄교차제어방식에 따3 라 혼합 사

용되며 제동시 요구되는 감속도 만큼 회생제동이 먼저 사용되고 그 부족분을 의 공기T-car

제동이 그래도 부족하면 의 공기제동이 추가로 사용된다 주간제어기를 조작하여 상M-car .

용제동 스텝에서 스텝까지와 비상제동을 사용한다 제동시 감속도는 그림 와 같이 상용1 7 . 4

최대제동 스텝 시 이며 비상제동시 이다(7 ) 3.5km/h/s 4.5km/h/s .

그림 3. Cross blending (7 step, fully loaded) 그림 4. Deceleration of braking step

에너지 산출 모델2.2.3 (Consumed energy calculation)

역행에너지의 계산은 식 과 같이 열차를 견인하는데 공급된 견인력[ 2] F+(t)와 열차의 속

도 와의 곱을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고 회생에너지는 전체 제동력에서 공기 제동력을 제V ,

외하고 인버터 제어모드에 의한 속도에 따른 회생제동력 F-(t)와 열차의 속도 의 곱을 적V(t)

분하여 역행시 공급된 에너지에서 빼주어야 한다 회생에너지. rq [ 는 아래의 식] (3)

으로 구할 수 있다.
t1 t2 t4t3 t5

t1 t2 t3 t40



시뮬레이션 결과2.3.

시뮬레이션 진행방법2.3.1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으로 구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실노선 주행결과와 비Matlab

교하여 구현한 모델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다음 표 과 같이 가상 선로상 에서, 1 (ideal track)

역행시의 가속도 및 제동 스텝별 로 감속도를 변화 시킨후 어떤 모드로 주행시(brake-step) ,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

표 1. Case study of simulation

가속도 Case 1 Case2 Case3 Case 4 Case 5

실노선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2.3.2

실주행결과는 호선의 돌곶이 석계역 및 동묘 신당구간에서 실제로 로딩한 속도그래프6 - -

이며 실주행 결과와 같은 조건을 주어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먼저 그림 의 돌. 5,6

곶이 석계 구간을 비교해 보면 주행결과가 거의 동일함을 알수 있다 실주행결과의 속도그- .

래프에서는 역행시간을 약 타행속도 타행운전을 계속하여 에서의18sec, 58.0km/h, 70sec

속도에서 약 로 나타난 반면 시뮬레이션에서는 역행시간 약 타행속도48km/h 18sec,

타행운전을 계속하여 에서의 속도에서 약 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58.42km/h, 70sec 46km/h .

또한 역간구간이 약간 짧은 동묘 신당 구간 역시 그림 과 같이 주행결과와 시뮬레이션을- 7,8

비교한 결과 약간의 오차는 있으나 이 차이는 실주행시 전차선 전압 차륜경 조건 승객하중, ,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그림5. Experimental data of speed profile 6. Simulation Result of speed profile

그림 그림7. Experimental data of speed profile 8. Simulation Result of speed profile



표 는 석계 돌곶이 동묘 신당구간에서 실제로 시운전 전동열차를 이용하여 실측한 결과2 - , -

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Simulation result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구분
석계 돌곶이– 동묘 신당–

Simulation 실측 실험 Simulation 실측 실험

가속도 및 제동스텝별 시뮬레이션 결과2.3.4

도시철도 평균 역간거리 평균 운전시분인 구배 곡선저항 최고속도한계1000m, 90sec, , 0,

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주행한 결과 표 과 같이 가속도가 낮은 에서는 정해진80km/h , 3 2.0

운전시분을 만족하기 위하여 역행시 최고 속도를 높임으로서 주행 에너지 소비가 많고 가속

도가 높은 와 에서는 역행 운전모드시의 에너지 소비는 큰 차이는 없으3.5km/h/s 4.0km/h/s

나 제동 운전모드시의 회생 제동력으로 더 오랜 시간 제동 운전모드를 유지해 회생 에너지가

큰 가속도 일 경우가 주행 에너3.5km/h/s

지 절감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을 수 있다.

또한 가속도 일 경우를 보면3.0km/h/s 제

동 스텝별로는 제동력이 약한 스텝 제3 동

을 사용할 경우 제동시간이 길어 회생 에

너지가 많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텝 제동의 경우 총 주행 에너3

지가 스텝 제동 보다 많이 소모된다5 .

이것은 낮은 감속도의 제동을 사용하면

역행시 최고 속도와 제동을 시작하는 속

도가 높아야 하고 전동기 특성영역이나

정출력 영역에 속하게 되어 정토오크 영

역보다 회생 제동력이 훨씬 약해져 회생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스텝 제동와 스텝 제동을 비5 6,7 교

하면 스텝 제동을 사용하면 회생제동7 분

담율 이상의 제동이 가해짐에 따라 회생 표 3. simulation result

에너지는 더 이상 증가 하지 않고 요구되는 제동력의 부족분을 공기제동이 담당 하여 스텝5

제동시 회생된 에너지로 인한 주행에너지 효과가 제동 스텝을 사용하여 역행 에너지를 절7

감한 경우보다 주행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Energy 3STEP 4STEP 5STEP 6STEP 7STEP

2.0

total.En 6.05 5.16 5.58 5.61 6.05

Con.En 16.73 12.54 11.44 11.10 10.31

Reg.En 10.68 6.93 5.86 5.49 4.26

2.5

total.En 5.90 5.39 5.28 5.38 5.82

Con.En 15.03 11.53 10.36 10.14 9.75

Reg.En 9.13 6.14 5.08 4.76 3.93

3.0

total.En 5.56 5.35 5.21 5.32 5.49

Con.En 13.08 11.11 10.06 9.83 9.45

Reg.En 7.52 5.76 4.83 4.51 3.96

3.3

total.En 5.52 5.29 5.22 5.27 5.46

Con.En 12.80 10.82 9.95 9.66 9.30

Reg.En 7.28 5.53 4.73 4.39 3.84

3.5

total.En 5.36 5.17 5.15 5.19 5.29

Con.En 12.14 10.44 9.68 9.43 8.91

Reg.En 6.78 5.27 4.53 4.24 3.62

4.0

total.En 5.37 5.18 5.17 5.19 5.31

Con.En 12.00 10.33 9.64 9.34 8.87

Reg.En 6.63 5.15 4.47 4.15 3.56



그림 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9

6호선 전동열차 운행 에너지 최소

화를 만족하는 주행패턴을 찾기

위하여 역행시 의 가속(Powering)

도(acceleration) 및 감속도(braking)

를 변화 시킨 결과 역행시에는,

가속도 3.5km/h/s일 때 감속도,

일 때는 제동 스텝 사용시 주5 행

에너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림 가속도 일때 각 제동스텝별9. 3.5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호선 전동열차 주행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6 역행시(Powering)

의 가속도 및 감속도를 얼마나 어떤 모드 로 주행시 소비되는 에너지를(acceleration) , (mode)

최소화 하는 운행패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속도를 약 정도로 향상 시킬 경우 총 주행, 3.0km/h/s 3.5km/h/s

에너지 소비를 절감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추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기동 토오크 증가 견인. ,

전동기 전류치 증가 인버터 출력전류 증가 냉각용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제반, VVVF , IGBT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동열차 회생 제동력은 기관사가 요구하는 상용제동력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회생 제,

동력 한계내에서 감속도가 높은 제동 스텝을 적용하여야 주행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시킬5

수 있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주행에너지 최소화를 만족하는 주행모델은 추후 자동 및 무인운전,

모드에서 목표궤적이 되어 이를 추종하는 제어기의 설계에 적용하면 보다 최적화되고 주행에

너지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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