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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실측 부하에 기반한 첨두부하 절감용 ESS 용량 산정

Capacity Determination of ESS for Peak Load Shaving Based on the Actual 
Measurement of Loads in the Substation of Urban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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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the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capacities of ESS (Energy Storage System) and 

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for the peak load shaving based on the load data in the substation of urban railway.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 the actual measurement of loads in the substation of urban railway. The load of a 

weekday in the substation of urban railway is high around rush hours in the morning and even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a normal substation. The required capacities of ESS and PCS become larger as the amount of peak load 

shaving is higher, and are affected from the patterns of daily load in the sub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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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에 지 약  효율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력 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 지원의 

발 비  증가와 에 지 장장치의 활용에 한 연구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철도시스템 분야에서도 효율

인 력에 지의 사용을 해 신재생에 지원  에 지

장장치의 용이나 스마트그리드 기술  에 지 리시스

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의 용에 한 연

구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1-3]. 

에 지의 효율 인 소비를 한 기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근할 수 있다. 력소비 자체를 일 수 있는 설비나 

소재를 이용하는 에서부터[4-6] 변 소나 설비를 설치에 

한 장기 인 계획까지 고려하는 까지[7], 다루는 시간

  범 에 따라 다양한 에서의 근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부하 곡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변

소에 ESS  PCS를 설치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

고 도시철도의 력에 지 요   효율 인 에 지 소비에 

향을 미치는 첨두부하를 이러한 설비를 통하여 어떻게 

리할 수 있는지에 해 설명하고 있다. 첨두부하의 감을 

한 방법으로써 ESS(Energy Storage System, 에 지 장

장치)가 많이 제안되고 있으며[8], 이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변 소에 ESS를 설치하는 경우 ESS의 장용량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력변환시스템)의 출력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유용한 결과를 얻어 내기 하여 실제 도시철도 변 소 

의 한 곳에서 측정된 2013년도 실측데이터를 이용해 제안

한 방법을 검증하 다. 도시철도 변 소의 력소비 패턴은 

일반 변 소에서의 패턴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에 

한 분석을 하여 1년 동안의 데이터에 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 다. 그리고 이러한 실측 데이터에 하여 제안한 

방법을 제안하여 ESS  PCS의 용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

를 분석하 다. 

2. 도시철도 변 소 부하 구성 

도시철도 직류 계통은 그림 1과 같이 력공 사업자

인 한국 력공사로부터 교류 22.9 kV을 도시철도 변 소에

서 수  받아 동차에 력을 공 하기 해 정류기를 이

용하여 동차용 력인 직류 1,500V 력과 조명, 냉난방

설비 등과 같이 역사 기설비용 력인 교류 삼상 6,600V

( 는 22,900V) 력을 변환하여 공 하고 있다. 력공 사

업자에서의 력량 검침은 도시철도 변 소 단 로 력량

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3∼5km 구간의 동차의 력공

과 3∼5개 역사의 력 공 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으로 수도권의 경우 체 사용량에 60∼70%를 

동차 력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지방의 경우 40∼50%정도

를 동차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피크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동차의 운행 간격이 조 하기 때문에 오  7시∼9시 는 

오후 6시∼8시 사이에 발생한다. 동차의 력 사용량은 

동차 크기  운  시격에 따라 결정되며, 역사의 력 사

용량은 지상, 지하 구조  역사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된

다. 일반 으로 도시철도 지하역사의 경우 지하 공간의 환

기  냉난방부하 설비의 운 으로 략 일 4,000kWh ∼

8,000kWh의 력량을 소비하고 있으며, 지상 역사의 경우에

는 1,000kWh ∼ 2000kWh의 력량을 소비하고 있다. 도시

철도 지하역사의 경우 이  40∼50%를 공조(환기)설비가 

20∼30%가 조명설비, 그리고 15∼25%가 냉난방 설비, 그리

고 5∼15%가 편의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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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철도 직류 계통 구성도 

Fig. 1 DC power system for urban railway

3. 첨두부하 감을 한 ESS와 PCS 용량 산정

첨두부하 감을 한 ESS를 설치하기 해서는 ESS의 

장용량[kWh]과 PCS의 출력용량[kW]을 결정해야 한다. 이 

 ESS 장용량은 하루 ( 는 특정 기간) 동안의 부하패턴

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PCS 출력용량은 첨두부하 감을 

해 최 출력이 필요한 시간 의 부하에 따라 결정한다.   

3.1 ESS 용량 산정 

첨두부하 감을 한 ESS의 용량을 산정하기 해 변

소의 일일 시간당 부하곡선을 이용하 다. 그림 2는 도시철

도 변 소의 시간당 측정된 일일부하곡선의 이다. 평탄화 

기 부하 Pbase 를 기 으로 하여 그 값을 과하는 부하에 

해서는 ESS의 방 을 통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실제 부하곡선은 순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부하곡선과 

시간당 부하곡선과 다르지만, 어느 부하곡선으로 계산하든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하량은 같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 일일부하곡선에 따른 ESS 장 용량의 산정 

Fig. 2 Determination of the ESS storage capacity using the 

daily load curve 

이 때 입력값이 0보다 큰 때에만 입력값을 그 로 출력값

으로 갖는 함수 f(‧)를 이용하여, ESS의 장용량 WESS 는 

수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kWh] (1)

s.t. 

 
  



   (2)

where

      ≦
 

Pload,i  : 시간 i 에서의 시간당 부하 

Pshaving,i : 시간 i 에 ESS로 보상해 주는 부하

수식 (2)의 우변은 충  가능한 력량으로서, 만약 수식 

(2)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의 충  가능한 용

량이 필요한 방 용량보다 작게 되어 하루 동안 총 방 하

는 용량 WESS 을 만족할 수 없다. 

3.2 PCS 용량 산정 

첨두부하 감을 해 필요한 PCS 용량을 산정하기 해

서는 실제 첨두부하가 측정되는 기 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 한 에서 력요 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첨두부하값

은 15분마다 측정되는 부하값들  가장 큰 값이다. 따라서 

15분 부하곡선을 그렸을 때 최 값이 첨두부하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그림 3에 나타나 있는 15분 부하곡

선을 이용하여 첨두부하를 감하는데 필요한 PCS의 용량

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3 첨두부하의 크기에 따른 PCS용량의 산정 

Fig. 3 Determination of the PCS capacity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peak load

15분당 첨두부하를 보상하기 해 ESS가 출력을 최 로 

내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ESS 용량을 산정하면서 계산된 

시간당 산정된 출력(Pshaving × 1 hour)을 15분 동안만 최 로 

방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방 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러한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 

PCS의 용량 PPCS 는 다음 수식 (3)과 같이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이 값은 ESS가 용량이 정해졌을 때 15분 동안 최

로 방 할 때의 값임을 알 수 있다. 

 ⋅  [kW] (3)

where 

Pshaving : 수식 (1) 의 Pshaving,i  최 값. (시간당 부하곡선

으로 산정한 ESS 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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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SS용량에 하여 PCS용량이 최 로 필요한 경우

Fig. 4 The Case of the largest capacity of PCS for ESS 

그림 5는 ESS 장용량  PCS의 출력용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  월별 시간당 부하곡선 데

이터를 이용하여 ESS 의 장용량을 계산하고, 15분당 첨두

부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PCS 의 용량을 계산한다. 

그림 5 첨두부하 감용 ESS  PCS 용량 결정 흐름도 

Fig. 5 Flowchart of determination of the capacities of ESS 

and PCS for peak load shaving 

4.  실측 도시철도 부하곡선 분석

도시철도 부하곡선의 특성 분석을 하여 A지역 도시철

도공사 B 변 소의 2013년 실측데이터를 분석하 다. 시간

당 평균부하의 데이터와 15분 단  첨두부하 데이터를 상

으로 분석하 다.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 평일과 휴일 일

부하의 시간당 부하 곡선인데, 평일에 해서는 월별로 평균

을 내었으며 휴일에 해서는 계 별로 평균을 내었다. ( : 

3~5월, 여름: 6~8월, 가을: 9~10월, 겨울: 11~2월) 

평일 도시철도 변 소의 일일부하곡선인 그림 6을 보면 

일반 인 력부하 일일부하곡선과는 다르게 출퇴근 시간

인 오  9시와 오후 8시 부근에서 큰 부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9월의 부하량이 다른 달에 비에서 다소 낮기는 

하나, 체 으로 계 에 상 없이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말 일일부하곡선인 그림 7을 보면 우선 평일 출퇴근 시

간 에 나타나는 큰 부하의 패턴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일과 시간 동안 부하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이나 교통 수요에 따라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이는 

부하곡선과 다른 특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출퇴근 시간

의 큰 부하나 평일부하와 주말부하의 패턴 차이는 일반 인 

도시철도 변 소의 부하 패턴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그림 6 도시철도 변 소의 일일부하곡선 – 평일 

Fig. 6 Daily load curve of the substation of urban railway 

– weekday 

그림 7 도시철도 변 소의 일일부하곡선 – 주말 

Fig. 7 Daily load curve of the substation of urban railway 

– weekend 

 

그림 8은 도시철도 변 소의 월별 부하 특성에 한 값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월별 첨두부하  부하량을 

나타낸 그래 이다. 첨두부하는 각 달에 나타난 15분 단  

첨두부하의 최 값[kW]을 나타낸 그래 이고, 최  시간당 

평균부하는 한 시간 단 의 일일부하곡선의 최 값[kW]을 

나타낸 것이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한시간 단 의 최 부

하가 나타나는 달과 15 분 단 의 최 부하가 나타나는 달

이 다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균일일부하량[kWh]은 하루 

동안 부하량의 평균을 월별로 표시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측정한 변 소에서는 1년  15분당 최  첨

두부하 값을 나타내는 달은 4월이었고 시간당 부하의 최

값은 3월에 나타났다. 그리고 일일 부하량을 보면 8월에 최

치를 나타내며 겨울에 해당하는 달에도 큰 부하량을 볼 

수 있다. 8월에는 반 으로 일일 소비 부하량도 크고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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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값들도 크게 나타났으나, 4월에는 부하량과 비교해 첨두부

하값이 크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월
15분 첨두부하

[kW]

시간당 

평균부하의 

최 값 [kW]

평균 

일일부하량

[kWh]

1월 1134.7 1028.9 16800.7

2월 1225.0 1131.9 17610.5

3월 1345.9 1181.6 17717.2

4월 1482.2 1137.8 17052.8

5월 1251.8 1135.8 16747.1

6월 1274.9 977.2 15965.1

7월 1328.6 1043.0 16322.7

8월 1445.8 1163.8 18038.3

9월 1409.3 972.1 15342.8

10월 1303.7 1037.1 15529.2

11월 1309.4 1047.8 15906.1

12월 1363.2 1031.6 15873.4

그림 8 도시철도 변 소의 월별 부하 특성 

Fig. 8 Load characteristics in the substation of urban railway

5. 실측 부하 데이터에 한 ESS 용량 산정

앞 장에서 분석한 변 소의 연  부하곡선에 하여 3장

에서 제시한 ESS  PCS 용량 산정 방법을 용하 다. 첨

두부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말이 아닌 평일이므로, 그림 6

의 월별 평일 부하곡선에 하여 수식 (1)을 용하여 ESS

의 장용량을 계산하 다. 여기에서 월별 일일부하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의 평탄화 기 부하에 하여 12달

의 일일부하곡선에 수식 (1)을 용하여 그  최 의 값을 

선택하 다. 월별 시간당 일일부하곡선의 최 값을 기 으

로 부하 감량에 따라 필요한 ESS의 장용량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의 그래 와 표에서 볼 수 있듯 200kW 정도의 부

하 감량에 해서 1kW의 부하를 감하기 해 ESS의 

장용량은 1.66kWh 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부하 감량

이 커질수록 1kW 를 낮추기 해 필요한 ESS 의 장용량

kWh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하 감량 

PShaving [kW]

필요한 ESS 장 

용량 WESS [kWh]
WESS / PSaving

50 50.0 1.00

100 100.0 1.00

150 181.9 1.21

200 332.2 1.66

250 567.2 2.27

300 889.6 2.97

350 1513.5 4.32

400 2260.1 5.65

그림 9 첨두부하 감량에 따른 필요 ESS 장용량의 변화

Fig. 9 Required storage capacity of ESS according to the 

amount of peak load shaving 

표   1 부하 감량에 따른 ESS용량 산정에 향을 미치는 

달의 변화

Table 1 Changes of month which is dominant to determine 

the capacity of ESS  

부하 감량 

[kW]

최 용량이 

필요한 달

50 3월

100 3월

150 3월

200 4월

250 8월

300 8월

350 2월

400 2월

표 1은 서로 다른 부하 감량에 하여 필요한 ESS의 

장용량이 최 값이 달을 표시한 표이다. 표에서 보다시피 

150kW 이하의 용량에서는 3월달에 가장 큰 용량의 ESS가 

필요하 고, 부하 감량이 200kW 일 때에는 4월달의 일일

부하곡선에 의하여 그 용량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250과 

300kW 에 해서는 8월달의 일일부하곡선에 따라 ESS의 

장용량이 결정되었다. 

이 게 필요한 ESS 용량에 향을 미치는 달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림 10의 월별 첨두부하 곡선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부하 감량 100, 200, 300kW 에 하

여 각각 표시하고, ESS 용량에 향이 미치는 달이 3, 4, 8

월의 첨두부하 곡선을 나타내었다. 

부하 감량을 100kW(평탄화 기 부하 1081.6kW)로 하

을 때에는 출근 시간 인 9시 부근의 첨두부하 시간에만 방

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첨두부하치가 높은 3월의 부

하곡선에 의해 ESS 용량이 결정된다. 부하 감량을 2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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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SS와 PCS 용량과 첨두부하 감량

Table 2 Peak load shaving according to the capacities of 

ESS and PCS 

부하

감량

PShaving 

[kW]

ESS용량

WESS

[kWh]

PCS용량

PPCS

[kW]

첨두부하 감소

kW %

50 50.0 200.0 487.2 32.9

100 100.0 400.0 537.2 36.2

150 181.9 600.0 587.2 39.6

200 332.2 800.0 637.2 43.0

250 567.2 1000.0 687.2 46.4

300 889.6 1200.0 737.2 49.7

350 1513.5 1400.0 787.2 53.1

400 2260.1 1600.0 837.2 56.5

(평탄화 기 부하 981.6kW)일 때에는 퇴근 시간 인 19, 20 

시 부근에서도 방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부하량이 큰 4

월달의 부하곡선에 의해 ESS의 용량이 결정된다. 부하 감

량을 300kW 로 하면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13시 부근

의 부하에 해서도 ESS의 방 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

라 체 으로 부하량이 많은 8월달의 부하곡선에 의해 

ESS의 용량이 결정된다. 

그림 10 도시철도 변 소 월별 첨두부하 곡선 

Fig. 10 Monthly peak load of the substation of urban railway

이와 같이 ESS의 장용량[kWh]이 결정된 후 첨두부하 

감을 해 필요한 PCS용량을 산정하 다. 목표 부하 감

량이 결정되면 수식 (3)을 이용하여 PCS의 용량[kW]을 계

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 15분 부하 데이터 기

으로 첨두부하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표 2는 도시철도 변 소 실측 데이터에 하여 목표 부하

감량에 따라 계산된 ESS 장용량과 PCS 용량, 그리고 

감소되는 첨두부하의 값을 정리한 표이다. 그림 9와 표 2에

서 볼 수 있듯이 목표로 부하 감량이 커짐에 따라 단  용

량의 부하를 감하기 해서 추가되어야 할 ESS 의 장

용량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변 소의 시간별, 계

별 부하 패턴에 따라 첨두부하 감을 해 필요한 ESS

와 PCS의 용량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6. 결  론

지 까지 도시철도 변 소의 실측데이터를 기반으로 ESS

의 장용량과 PCS의 출력 용량을 산정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실제 도시철도 변 소에서 실측한 데이터에 

하여 시간별, 계 별 등으로 그 패턴과 특성을 분석한 다

음, 이에 하여 ESS와 PCS의 용량을 산정하여 첨두부하 

감에 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도시철도 변 소의 평일 력부하는 일반 력부하와는 

다르게 출퇴근 시간 에 큰 값을 가지는 패턴을 보 으며, 

주말에는 일과 시간에 비교  일정한 값을 나타냈다. 그리

고 8월달에 체 으로 큰 일부하량을 나타냈으며, 3월달에 

가장 큰 첨두부하값을 나타냈다. 목표 부하 감량에 따라 

ESS의 용량을 결정하는 부하곡선이 달라짐을 보았다. 따라

서 도시철도 변 소에서 첨두부하 감을 해 ESS  

PCS 를 설치할 때 용량을 결정하기 해서는 변 소의 부

하패턴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철도 변 소에

서 첨두부하 감을 해 ESS  PCS의 설치 용량을 산정

하 으며, 차후 변 소의 부하패턴을 정 하게 분석한다면 

바로 용 가능한 ESS  PCS의 용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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