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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차량 운행에너지 실시간 계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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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quirements for a energy metering device and develop a real-time 

energy metering device for measuring energy (electricity) consumption of the electric railway vehicle during its operation. The 

study also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AC voltage sensor, current sensor, and data meter for the device and performed 

EMC tests such as surge and EFT (Burst). The performance tests showed that the percent errors of the AC voltage sensor 

and current sensor were ≤ 0.1%, and ≤ 0.5% under 10~127V, and 10~250A, respectively. The result of surge and EFT 

(Burst) tests also indicated that the device had no malfunction in any wave (combination and ring waves) under the treat 

level with 2kV. The result of the field test also confirmed that the device had no malfunction in data me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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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의 온실가스는 약 90%가 운행단계에서 배출되며 차

량 운행에 따른 소비전력이 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특

히 철도운영기관의 전기철도차량 운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인데, 현재 전기철도차량은 철도공사(KORAIL) 920편성,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690편성에 달한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량 

계측장치의 부재로 인해 현재 운영노선에서 차량 편성단위의 역

간소비전력, 운영사별 에너지 소비량 등을 실시간으로 정량화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에

너지를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도 대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동일한 운행 노선에서 운영기관이 다른 철도차량이 운행되는 경

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때 운행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의 할

당은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전기철도차량의 운행에너지

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개발의 필요

성은 이러한 배경에서 대두되었다. 

현재 주요 전철변전소에 설치된 미터기의 경우, 누적단위로 해

당 수용자의 전력사용량만을 총량으로 제공하고 있어 활용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나 장치를 살펴보면, 도시철도 직류 

고압 대전류 전력계통에서 적용이 가능한 직류용 스마트미터[2]

를 과거 개발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와 같은 인프

라 시설물에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하는 장치로, 차량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에너지만을 계측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본 연

구의 해당 장치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EN 50463-1:2012[3] 규격을 토대로 전기철도

차량에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에너지 미터의 요구사항을 제시하

고, 이를 만족하는 에너지 미터링 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제시

한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 및 개발한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성능시험과 현차 시험을 통해 그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2. 에너지 미터링 장치의 설계

전기철도차량에 적용되는 에너지 미터는 전압, 전류와 전력량

을 계측할 수 있는 전력 미터링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각 

피더별 전력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변전소로부터 차량으로 전류

를 공급하는 정방향과의 전류와 차량의 정지 시 발생되는 회생에

너지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계측된 데이터를 수집하

여 유·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해당 에너지 미터링 장치

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 다음의 표 1은 에너지 미

터링 장치의 시스템 주제어기 기본 사양을 나타내며, 그림 1은 

이를 바탕으로 설계 및 제작한 전기철도차량용 에너지 미터링 장

치의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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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에너지 미터링 장치는 전력량 계측을 위한 Power 

Monitoring부, 계측된 전력량과 철도차량과의 신호 연계를 처리하

기 위한 MCU/통신부, 철도차량과의 신호 연계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D/I, D/O, AI부를 주요 모듈로 구성하였다. 또한, 미터링 장

치의 성능평가를 위해 Power monitoring부와 MCU/통신부를 선

정된 기구 함체에 탑재․구성하였다. 

표 1 전기철도차량용 에너지 미터링 장치 시스템 주제어기의 

기본 사양

Table 1 Target specification of master controller for the 

energy metering device for electric railway vehicles

항 목 사 양 비 고

입력전원 DC 72V ±30% / DC 100V ±30% 배터리전원

출력전원 DC 5V, DC ±12V(24V)

Digital 

Input

16접점 + 8접점(예비) / 차량 

입력전원비례
Isolation

Analog 

Input

12CH + 4CH(예비) / PWM 및 

Pulse 또는 전압값 입력방식

센서 입력 Analog Input 4CH or RS485 2port

통신 방식

RS485 4port(Display, ATP속도, 

GPS 또는 예비, 차량시스템)

Ethernet 2Port(Local Controller, 기타)

USB 2Port(Host, Device)

MVB 2Port(설치대상 차량에 따름)

그림 1 전기철도차량 에너지 미터링 장치의 구성

Fig. 1 The energy metering device for electric railway 

vehicles

3. 장치성능 시험 및 평가 

3.1 해당 장치 계측 오차 시험 장치 및 환경 

다음의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시험장치 구성도와 시험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장치의 주제어 

모듈 및 데이터 입출력 모듈의 경우, 현차에 적용하기 이전에 전

압, 전류, 전력량 계측의 정밀도를 우선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압 및 전류 발생기로 Omicron CMC 256 기기를 사용하

였으며, 복수의 미터링 장치에 이 기기를 연결하여 각 미터링 장

치의 계측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이 때, 

고전류 발생을 위해 20회 Turn한 전류 신호라인에 Rogowski 

coil을 감아 계측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채널은 전압을 120V, 전

류를 7.5A (실제 인가 전류는 7.5A의 20배인 150A 사용)로, 전압

과 전류 위상차가 0°를 동상으로 한 후 Calibration 작업을 거쳐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시험장치 구성도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ing system for the 

energy metering device

그림 3 에너지 미터링 장치 시험 환경

Fig. 3 Testing environment including equipments for the 

energy metering device

3.2 전압 및 전류계측 오차 시험 결과 

에너지 미터링 장치의 교류용 전압센서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10~100V의 전압을 20V 간격으로, 110~127V의 전압은 2V

의 간격으로 인가하여 출력값을 측정하였다. 표 2와 그림 4에 교류

용 전압 입력 신호 대비 전압 계측 오차율을 각각 나타내었는데, 

측정 구간 내에서 최대 0.097%의 오차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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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류용 전류 입력 신호 대비 전류센서 오차 시험결과

Table 3 Errors of the AC current sensor for tested input 

current

Input 

Current 

[A]

Min. 

[A]

Average 

[A]

Max. 

[A]

Max.-

Min. 

[A]

Percent 

error 

[%]

10 10.03 10.05 10.07 0.04 0.5

30 30.08 30.09 30.12 0.03 0.3

50 50.13 50.14 50.15 0.01 0.3

70 70.18 70.18 70.19 0.01 0.3

90 90.24 90.24 90.25 0.01 0.3

100 100.27 100.28 100.29 0.02 0.3

110 110.31 110.32 110.33 0.03 0.3

130 130.4 130.41 130.43 0.03 0.3

150 150.5 150.52 150.54 0.04 0.3

170 170.62 170.63 170.66 0.04 0.4

190 190.7 190.73 190.76 0.06 0.4

200 200.74 200.76 200.78 0.04 0.4

210 210.77 210.78 210.8 0.04 0.4

230 230.78 230.81 230.83 0.05 0.4

250 250.74 250.78 250.81 0.07 0.3

그림 5 에너지 미터링 장치의 전류 계측 오차

Fig. 5 The percent error of the AC current sensor for the 

energy metering device

표 2 교류용 전압 입력 신호 대비 전압센서 오차 시험결과

Table 2 Errors of the AC voltage sensor for tested input 

voltage

Input 

Voltage 

[V]

Min. 

[V]

Average 

[V]

Max. 

[V]

Max.-

Min. 

[V]

Percent 

error 

[%]

10.0 9.99 10.00967 10.02 0.03 0.097

30.0 29.99 30.00467 30.02 0.03 0.016

50.0 49.98 50.00533 50.02 0.04 0.011

70.0 69.99 70.00767 70.02 0.03 0.011

90.0 89.98 90.015 90.04 0.06 0.017

100.0 99.98 100.017 100.06 0.08 0.017

110.0 109.98 110.026 110.06 0.08 0.024

111.0 110.98 111.0167 111.05 0.07 0.015

113.0 112.98 113.018 113.06 0.08 0.016

115.0 114.99 115.014 115.06 0.07 0.012

117.0 116.98 117.0067 117.04 0.06 0.006

119.0 118.97 119.008 119.04 0.07 0.007

121.0 120.97 121.0073 121.03 0.06 0.006

123.0 122.97 123.0073 123.05 0.08 0.006

125.0 124.99 125.0143 125.04 0.05 0.011

127.0 126.97 127.0093 127.04 0.07 0.007

그림 4 에너지 미터링 장치의 전압 계측 오차

Fig. 4 The percent error of the AC voltage sensor for the 

energy metering device

압의 계측 오차의 크기가 0.1%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차는 전압 계측부에 입력한 전압[V]과 계측된 전압 

RMS 값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 미터링 장치의 교류용 전류센서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10∼250A의 전류를 10A 간격으로 인가

하여 출력값을 측정하였다. 표 3 및 그림 5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측정 구간 내에서 전류의 계측 오차의 크기가 0.5%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EMC 환경시험 장치 및 시험 결과 

EMC 테스트 항목 중 Surge와 EFT/Burst 항목에 대한 시험을 

제작된 장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의 그림 6 및 그림 7과 

같이 Surge와 EFT/Burst 시험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전원과 전압 입력 조건으로 120Vac를 인가하였으며, Ethernet을 

통해 EUT와 PC를 연계하여 DNP 프로토콜 기반의 통신을 1초 

주기로 폴링(polling)하도록 하였다. 그림 8에는 그림 6과 그림 7

에서 제시된 구성도를 바탕으로 장치한 시험 환경 사진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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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Surge 시험장치 구성도

Fig. 6 Schematic diagram of the surge testing system 

그림 7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EFT/Burst 시험장치 구성도

Fig. 7 Schematic diagram of the EFT/Burst testing system

그림 8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EMC (Surge, EFT/Burst 시험)

Fig. 8 EMC testing environment including equipments for 

the energy metering device

 

그림 9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현차 시험 구성도

Fig. 9 Schematic diagram of the rail vehicle with the 

energy metering device for the field test

그림 10 전류계측을 위한 현차 시험 (로고스키 코일 설치)

Fig. 10 The field test for the AC current measurement 

with rogowski coil 

었다.

다음의 표 4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해당 Surge 시험 및 

EFT/Burst 시험의 결과, 2kV 기준의 Surge 및 EFT 시험기준에

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Surge 및 EFT/Burst 시험 결과

Table 4 Results of the surge and EFT/Burst test for the 

energy metering device 

구분 시험 기준 결과

Surge 시험

Combination Wave 2kV No malfunction

Ring Wave 2kV No malfunction

EFT/Burst 시험

Combination Wave 2kV No malfunction

Ring Wave 2kV No malfunction

4. 장치적용 시험 및 평가

4.1 해당 장치의 현차 적용을 위한 시험 장치 및 환경

에너지 미터링 장치의 전기철도 차량 적용성을 검증해보기 위

해서 철도운영기관의 협조를 통해 AC 25kV 구간을 운행하는 전

기철도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여 현차 시험을 진행하였다. 다

음의 그림 9, 그림 10 및 그림 11에 에너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현차 시험 구성도와 시험을 위해 실제 장치를 설치한 사진을 나

타내었다. 해당 장치를 설치한 후 전압은 전기철도차량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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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현차 시험 고전압 오실로스코프 장비와 에너지 미터링 

계측

Fig. 11 The field test for the energy metering device with 

an oscilloscope

그림 12 운행 중 가선전압 및 전류 RMS 결과값 프로파일

Fig. 12 Profile chart of the line voltage and current RMS 

during the vehicle’s operation

그림 13 시험 차량의 자동 운전구간에서의 유효전력 결과값 프로

파일

Fig. 13 Profile chart of the active power for the vehicle’s

operation during its automatic driving 

배전반을 통해 정격 120Vac를 입력하였다. 또한, 전류센서는 비

접촉 센서이므로 주변기기에도 영향이 없으며, 특고압 라인과도 

적절히 이격되어 절연도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류는 판토그래프로부터 연계된 전원 공급 배선을 rogowski 

coil을 통해 관통시켜 차량 하단으로부터 공급받도록 장치하였다. 

이 때, 차량 운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스마트 미터링 장치의 계측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전압 오실로스코프 장비(그림 11

참고)를 사용하였다. 

현차 시험 시 해당 장치를 설치한 전기철도차량의 운행은 총 

3회 왕복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여 진행하

였다. 초기 운행에서 20 km/h로 가속 후 운행을 하면서 중간에 

제동을 하는 형태로 운행을 진행하였으며, 수동운행이 아닌 차량 

속도 프로파일에 따른 자동운행으로 시운전하였다. 

4.2 에너지 미터링 장치의 현차 적용 시험 결과

다음의 그림 12는 운행 중 에너지 미터링 장치를 통해 측정한 

가선전압 및 전류 RMS profile을 나타낸 것으로, 전압은 100Vac

를 기준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가속이나 감속 또는 제동 시 

전류 값은 최소 20A에서 최대 60A 이상 크게 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전압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속도변화에 

따라 사용하는 전력량은 전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시험 구간에서의 차량은 프

로그램에 기반한 자동운행이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 그래프가 구

간별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에너지 미터링 장치를 통해 파일링한 자동 운전 구간 유효전

력 프로파일을 다음의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전압, 전류 RMS 

(Root Mean Square) 측정치로는 위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

므로, 전압, 전류 RMS 측정 당시의 유효 전력 측정치를 이용하

여 나타내었다. 실제 현차 시험을 진행한 결과와 동일하게 자동

운전의 패턴이 ‘정지 → 가속 → 제동 → 가속 → 제동’의 형태로 진

행되며, 이러한 형태의 패턴이 총 3번 반복되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효전력의 (-) 측정치를 통해 가속 후 제동 시 감속

과 함께 회생전력이 발생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전기철도차량 운행 구간에서 적용 가능한 에너

지 미터링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장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성능시험을 통해 개

발 장치의 성능을 검증하는 한편, 교류구간(AC 25kV) 차량 기지 

내 현차 시험을 통해 개발 장치에 대한 실제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에너지 미터링 장치의 교류 전압 입력 신호에 대한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하여 10~100V까지는 전압을 20V 간격으로, 110~127V

의 구간에서는 2V의 간격으로 인가하여 출력값을 측정한 결과, 

전압의 계측 오차의 크기가 0.1%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류 전류 입력 신호에 대한 성능 검증의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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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A 구간에 걸쳐 인가한 전류의 계측 오차의 크기가 0.5% 이

하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EMC 시험 항

목 중 Surge 및 EFT/Burst 항목에 대하여 해당 장치를 2kV 기

준에서 시험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발 장치의 동작 확인, 데이터 수집 기능, 성능평가 및 

현차 시험 결과를 통해 이 논문에서 제시한 전기철도차량 실시간 

계측용 에너지 미터링 장치는 기존의 간선 교류 급전계통에 적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직류 계통을 포함한 실 계통 현

장 시험을 통해 개발된 장치의 적용성 및 호환성 뿐 아니라 경

제운전을 위한 패턴분석도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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