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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의 회생제동력 분담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Regenerative Braking Effect to the Urban Transit Vehicles

우 종 혁* ․ 이   주

(Jong-Hyuk Woo ․ Ju Lee)

Abstract - Recent energy efficiency policy of green growth for stable power supply is required. Urban transit vehicles is 

limited to reduce the use of power without reducing the number of runs. Accordingly, when urban rail vehicles is braking, 

the occurrence of regenerative power is systemically maximized for the purpose of saving energy. As a result when it is 

braking, the generated power efficiently is used and looking for a way to reduce the electrical energy. In this paper, the 

brake control system of the Subway Line 3 is analyzed the effect to meet the required regenerative braking produced 

electricity through minimizing air braking force of service br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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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동차의 운전곡선

Fig. 1 Driving Curve of Vehicles

1. 서  론

최근 들어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에너지 

절약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 감

축 없이 일반용 전력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1] 따라서 시스

템적 에너지절약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철도차량 제동 시의 회생

전력 발생을 극대화하여 제동 시 생성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

함으로서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의 제동제어시스템에서 상용제동시

의 공기제동력을 최소화하고 회생제동력을 통하여 필요 제동력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본  론

전동차에서 발생되는 회생에너지량은 전동차 급전전력의 약 

45%에 달하며 이중에서 약 25%만이 인접 전동차에 이용되고 나

머지 20% 정도는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2] 전기철도시스템

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상용제동시의 공기제동력을 최소화하

고 회생제동력을 극대화하여 필요제동력을 충족하는 방식이 필

요하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제동시스템은 자동열차제어(ATC- 

Automatic Train Control) 운전에 적합한 고응답, 고성능의 아날로

그 전기지령식 제동장치로 최대 점착 한계 내에서 유효 회생제동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M차(동력차)의 회생제동과 T차(부수차)의 공

기제동 사이의 일괄교차 제어방식(Cross Blending)이 적용되어, 전

력소모의 극소화 및 제동슈 마모의 최소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적 운

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자동열차제어 주간제어

기에 의한 제동지령에 대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연산방식을 적용함

으로써 공주시간을 단축하였고, 져크 제어기능이 있어 안락하고 쾌적

한 승차감을 도모한 시스템이다.[3]

지하철 3호선 직류전동차는 변동 부하인 동시에 이동 부하인 

것이 특징이다. 그림 1은 전동차 운전곡선으로서 주행상태에 따

라 역행, 타행, 제동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4]

(1) 역행 : 가속상태이며 10~30초 정도 대전력을 변전소로부터 

받아들여 소비한다. 

(2) 타행 : Notch를 오프 상태로 해, 보조전력(조명이나 공조용 전

원)만을 변전소로부터 받아들여 소비한다.

(3) 제동 : 공기와 전기제동을 병행하여 사용하며, 전기 제동시에

는 10~30초 정도 에너지를 발생한다.

일괄교차 제어방식(Cross Blending) : M차(동력차)의 차륜/레

일간 점착력을 최대로 이용하여 생성된 회생제동력으로 T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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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동구분 출력 제동력
운전모드

자
동

수
동

비
상

기
지

1 상용제동 회생+공기 ○ ○ ○ ○

2 비상제동 공기 ○ ○ ○ ○

3 주차제동 스프링제동 공기완해 - ○ ○ ○

4 정차제동 공기 ○ ○ ○ ○

5 보안제동 공기 - ○ ○ ○

표    1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제동별 주요 제어방식

Table 1 Subway Line 3 Vehicles Brake by the Main Control 

System

번호 기본 제어방식

보안제어기능 

적용
제
어 출력

기준안티

스키드
져크 응하중 스

텝

1
전기지령-회생 및 전공 

연산, M+T교체제어
○  ○ ○ 무

단
3.5

km/h/s

2
전기 왕복 인통 지령의 

ON-OFF제어
○ - ○ 1단

4.5

km/h/s

3
전후 운전차전기인통선 

ON-OFF제어
- - - 1단

4
정차시 한계속도감지에 

의한 자동제어
○  ○ ○ 1단

상용최대

× 0.35

5
전기 왕복 인통 지령의 

ON-OFF제어
○ - - 1단

392 kPa 

(4kgf/ )

로 일정

그림 2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상용제동 시 회생제동과 공기제동 

제어 Process

Fig. 2 Subway Line 3 Vehicles Regenerative brake and Air 

brake Control Process

(a) 공차시 회생제동력

(b) 만차시 회생제동력

그림 3 지하철 3호선 전동차 공차 및 만차의 회생제동력 곡선

Fig. 3 Subway Line 3 Vehicles Tare Weight and Full laden 

Regenerative braking Curve

(부수차)의 공기제동력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방식 

표 1은 지하철 3호선 전동차의 제동별 주요 제어방식이다. 상

용제동은 차량의 운전 중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동기능으로서 

모든 제동시스템중 기본이 되는 제동이다. 상용제동은 3.5 

km/h/s 감속도 범위에서 무단으로 제어하므로 제어계통에서의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활주제어, 응하중 및 져크제어 등의 기능

에 의해 제동효율향상, 적정제동력체결 및 승차감등을 향상시키

는 제어방식이다. 비상제동은 전동차의 운행 중 사고 및 고장 발

생 시 긴급한 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자동 및 수동

조작에 의한 제동방법으로서 여타의 제동체결보다 감속도가 높아 

제동거리 및 시간이 가장 짧은 특징을 가지는 제어방식이다. 주

차제동은 수동제동장치의 대체 기능으로서 차량 내에 압력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제동이므로 일반 제동장치의 제동출력 개

념과는 반대로 공기압력에 의한 완해, 스프링력에 의한 제동체결

하는 제어방식이다. 정차제동은 원핸들 타입의 주간제어기

(Master Controller)가 적용된 전동차에 있어서, 경사진 궤도에서 

출발시 전동차의 전동(Rolling)을 방지하고, 전동차가 정지할 때, 

주간제어기가 타행위치에 있거나, 출입문이 열린경우도 상용최대

제동력의 35%에 해당하는 정차제동력이 체결되는 제어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보안제동은 상용제동시스템 및 비상제동시스템과 전

혀 공유하지 않는 제동시스템으로 상용제동시스템과 비상제동시

스템이 둘다 제동작용이 안되고 고장난 경우에 사용하는 제어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상용제동시 제어방식 분석

지하철 3호선 전동차가 운행 중에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제동

을 하면 일괄교차 제어방식(Cross Blending)으로서, 제어되는 경

우는 매 50ms의 통신 주기로 인해 최대 100ms의 통신지연이 발

생될 수 있고, 이를 고려하여 회생제동의 실패 시에도 제동을 체

결하는데 제동력이 순간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없도록 20%~30%

의 공기제동을 사용한다. 그림 2는 지하철 3호선 상용제동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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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Step 제동력(공차)

(b) 4Step 제동력(만차)

그림 4 상용제동 4Step의 제동력

Fig. 4 Braking Force of the Service Brake 4 Step

(a) 7Step 제동력(공차)

(a) 7Step 제동력(만차)

그림 5 상용제동 7Step의 제동력

Fig. 5 Braking Force of the Service Brake 7 Step

생제동과 공기제동 제어의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동전자제어유니트 장치(ECU-Electronic Control Unit)

가 상용제동 신호를 수신하고, 차량의 응하중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동력을 계산하면, VVVF 장치로 회생제동 요구 제동력을 송신

하여 총 필요 제동력에서 회생제동 달성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

기제동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이다. 지하철 3호선 전동차의 각 

Step별 공차 시와 만차 시 회생제동력 곡선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4는 지하철 3호선의 공차 및 만차 제동 시, 일괄교차 제

어방식에 따른 상용제동 4Step의 제동력을 나타낸다. 이는 공차 

시 제동 4Step에서 총 요구제동력 약 208.7kN에서 회생제동력이 

약 162.0kN(77.6%)의 제동분담을 하고, 공기제동력이 약 46.7kN 

(22.4%)의 제동분담을 하고 있으며, 만차 시 제동 4Step에서 총 

요구제동력 약 319.8kN에서 회생제동력이 약 246.5kN(77.1%)의 

제동분담을 하고, 공기제동력이 약 73.3kN(22.9%)의 제동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는 지하철 3호선의 공차 및 만차 제동 시, 일괄교차 제

어방식에 따른 상용제동 7Step의 제동력을 나타낸다. 이는 공차 

시 제동 7Step에서 총 요구제동력 약 365.2kN에서 회생제동력이 

약 283.6kN(77.6%)의 제동분담을 하고, 공기제동력이 약 81.7kN 

(22.4%)의 제동분담을 하고 있으며, 만차 시 제동 7Step에서 총 

요구제동력 약 559.7kN에서 회생제동력이 약 431.4kN(77.1%)의 

제동분담을 하고, 공기제동력이 약 128.3kN(22.9%)의 제동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지하철 3호선의 공차 및 만차 제동 시, 일괄교체 

제어방식에 따른 상용제동 4Step과 7Step에서 각각 회생제동은 

70~80%와 공기제동은 20~30%로 제동분담율을 가지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2.2 전동차 회생사용률 향상 방안

지하철 3호선 총 65개 편성(650량)에 대해 공차 및 만차 제동 

시, 일괄교차 제어방식에 따른 상용제동 4Step과 7Step에서 각각

의 회생제동은 70~80%이고 공기제동은 20~30%로 제동분담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

로 시스템적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제동 시의 회

생전력 발생을 극대화 하여 제동 시 생성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제동 시 제륜자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공기질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마찰재 소모량이 감소되어 터널 

내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방향을 3호선 총 65개 편성(650량)중 신

형전동차(VVVF용) 34개 편성(340량)에 대하여 모색코자 하였다. 

표 2는 회생전력 발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상방안 적용 시 

제동별 분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지하철 3호선 제동 로직은 

1990년대 후반 VVVF 인버터 국산화 개발시 참고 차종인 6호선

(멜코 VVVF 인버터) 및 5호선(ABB VVVF 인버터)의 제동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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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회생제동 감속도 시험 측정결과

Fig. 6 Regenerative braking deceleration test Result of 

measurement

표 2 향상방안 적용 시 제동별 분담율

Table 2 Improvement Plan Apply for Braking Distribution 

Ratio

제동 
step

각 Notch별 필요 제동력 

대비 분담율(기존)

각 Notch별 필요 제동력 

대비 분담율(개선)

회생제동

분담

공기제동

분담

회생제동

분담

공기제동

분담

B7 
(7Step)

70~80% 20~30% 70~77% 23~30%

B6 
(6Step)

70~80% 20~30% 80~89% 11~20%

B5 
(5Step)

70~80% 20~30% 95~100% 0~5%

B4 
(4Step)

70~80% 20~30% 100% 0%

B3 
(3Step)

70~80% 20~30% 100% 0%

B2 
(2Step)

70~80% 20~30% 100% 0%

B1 
(1Step)

70~80% 20~30% 100% 0%

시험항목 측정 방법(시나리오)

B7 감속도 

측정
P4(N4) 80kph  Notch off B7 0kph

Notch별 

회생제동 

측정

P4(N4) 20kph  Notch off B1 0kph

P4(N4) 20kph  Notch off B2 0kph

P4(N4) 20kph  Notch off B3 0kph

P4(N4) 20kph  Notch off B4 0kph

P4(N4) 40kph  Notch off B5 0kph

P4(N4) 40kph  Notch off B6 0kph

P4(N4) 60kph Notch off B1 B2 B3

B4 B5 B6 B7 0kph

표   3 본선 시운전 시 전동차 회생제동률 측정 방법

Table 3 Commissioning for Regenerative Braking Measure- 

ment Method

설계되어 적용되었으나 이는 기존 일괄교차 제어방식으로 제어되

는 경우, 매 50ms의 통신주기로 인해 최대 100ms의 통신지연이 

발생될 수 있고 이를 고려하여 회생제동의 실패 시에도 제동을 

체결하는데 제동력이 순간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없도록 20%~ 

30%의 공기제동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회생제동률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용제동시의 공기제동력을 최소화하고 전기가 생산되는 

회생제동력으로 필요 제동력을 충족하는 효과를 내기위해 제동 

1Step~5Step에서 가선이 회생력을 모두 받아주는 조건에서 회생

제동력으로 모든 필요 제동력을 충족시켰다. 또한, 공기제동력 

0KN만 작용과 10kph 이하의 정차 시 일괄교차 제어방식에만 사

용하는 방안으로 제안함으로서 효과적으로 회생제동율을 향상시

키고자 하였다.

2.3 전동차 회생제동율 시험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표 3은 본선 시운전 시 전동차 회생제동율 측정방법을 나타내

고 있다. 전동차 회생전력 발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동전자제

어유니트 장치(ECU-Electronic Control Unit) 및 VVVF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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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Notch별 회생제동 측정결과

Fig. 7 Each Notch Regenerative braking Result of measure- 

ment

(a) 기존 4step 제동력(공기제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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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선된 4step 제동력(공기제동 0%)

그림 8 4Step시 제동력 분담률 비교

Fig. 8 4 Step Braking Force Compare Distribution Ratio 

변경된 S/W Uploading 및 차량의 M차(동력차)와 T차(부수차)를 

선정한 후, 제동장치 Monitoring Prog을 설치하여 회생제동 B7

감속도 측정(감속도 3.5Km/h/s 이상일 것)과 Notch별 회생제동 

시험(개선방안 반영여부 확인)을 통하여 전동차 회생제동 발생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하철 3호선 구간인 

수서역 ↔ 지축역 간 왕복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6은 회생제동 감속도 측정 결과이다. 본선 시운전 시 전

동차 감속도 시험으로 정상 기준치 값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하

였다. 그 결과 차량이 80kph에서 비상제동에 따른 회생제동 시 

B7(7Step) 감속도가 1차 3.78km/h/s과  2차 3.70km/h/s으로 기

준치인 3.5km/h/s이상으로 측정 되었으며, 전동차의 비상제동에 

따른 회생제동에 의한 열차제동과 M차(동력차)의 회생제동력이 

부족할 때 T차(부수차)의 공기제동분담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감

속도가 기준값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7은 Notch별 회생제동 측정 결과이다. 본선 시운전 시 

B4(4step)단계에서 속도가 0km/h 시점까지 BC압력은 (Mcar, 

Tcar) 변동이 없어 공기제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B5(5step)단계에서 속도가 0km/h 시점까지 BC압력은

(Mcar, Tcar) 변동이 있어 공기제동력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

어, 이는 B4(4step)단계까지 공기제동력 0KN 작용으로 회생제동

으로만 제동이 체결된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8은 4Step시 제동력 분담률 비교표로서 전동차 회생전력 

발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회생제동의 70~80%와 공기제동

의 20~30%를 가지고 있는 제동분담율을 상용제동 1Step~4Step

에서 회생부하가 가능한 조건의 회생제동력으로 모든 필요 제동

력을 충족시키고자 공기제동 분담율을 0%로 조정하였고, 상용제

동 5Step~7Step에서 회생부하가 가능한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회생제동 분담율의 70~100%와 공기제동 분담율의 0~30%로 조

정하여, 전동차의 제동제어시스템을 상용제동시의 공기제동력을 

최소화하고, 전기가 생산되는 회생제동력으로 필요 제동력을 충

족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지하철 3호선(VVVF용) 마찰재 사용량 비교표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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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별
기존

(2010년도)

개선 후

(2015년도)
절감 비고

사
용
량

[개]

계 1,130 431 699

1월 10 80 -
2010년 

1월 3월 

차량관리(RIMS)

자료 손실로 

사용량 비교 

제외 

2월 - 51 -

3월 9 159 -

4월 74 82 8

5월 57 29 28

6월 119 38 81

7월 188 29 159

8월 160 22 138

9월 148 49 99

10월 165 59 106

11월 111 78 33

12월 108 45 63

표   4 지하철 3호선(VVVF용) 마찰재 사용량 비교

Table 4 Subway Line 3(VVVF) Friction Material Compare 

Amount Used

구분 월별
기존

(2010년도)

개선 후

(2015년도)
절감

전력

사용량 

[kWh]

계 122,037,479 108,486,020 13,551,459

1월 14,273,124 11,458,904 2,814,220

2월 13,113,528 10,826,376 2,287,152

3월 9,229,536 8,715,537 513,999

4월 9,500,129 8,687,360 812,769

5월 8,769,672 8,160,587 609,085

6월 9,383,386 8,847,073 536,313

7월 9,759,867 8,604,985 1,154,882

8월 10,269,825 9,021,736 1,248,089

9월 9,840,421 9,096,892 743,529

10월 8,507,688 8,145,171 362,517

11월 9,316,741 8,380,791 935,950

12월 10,073,562 8,540,608 1,532,954

표    5 지하철 3호선 전차선 전력사용량(차량용) 비교

Table 5 Subway Line 3 Catenary Electric Power Compare 

Amount Used 

지하철 3호선 신형전동차(VVVF용) 34개 편성(340량)에 적용된 

기존방식인 상용제동 체결 시 마찰재(라이닝슈) 사용량은 약 

1,130개였으나, 개선된 회생전력 발생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결과, 마찰재(라이닝슈) 사용량은 약 431개로 약 699개의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지하철 3호선 전차선 전력사용량(차량용) 비교표이

다.[6] 지하철 3호선 구간(지축역∼오금역) 총 65개 편성(650량)

에 대한 기존의 차량용 전력사용량은 122,037,479[kWh]였으나, 

신형전동차(VVVF용) 34개 편성(340량)에 적용된 회생전력 발생

의 극대화로 인한 회생분담률 향상으로 개선된 차량용 전력사용

량은 108,486,020[kWh]로 전력사용량이 약 13,551,459[kWh]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흥의 일환으로 시스템

적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제동 시의 회생전력 발생

을 극대화 하고, 제동 시 생성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제

동 시 마찰재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마찰재 

소모량을 감소시켜 터널 내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모색

하고자 지하철 3호선 전동차의 제동제어시스템을 상용제동시의 

공기제동력을 최소화하고 전기가 생산되는 회생제동력으로 필요 

제동력을 충족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B5(5Step)단 이하 제동에 대해 가선이 회생전력을 모

두 받아주는 조건에서 공기제동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마

찰재(라이닝 슈) 사용량이 약 699개 절감 효과가 나타났고, 전차

선 전력사용량(차량용)도 연간 약 13,551,459[kWh]의 에너지 절

감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동차 시스템적 에너지절약 도모와 

마찰재 소모량 절감으로 수명연장이 기대되고, 그에 따른 유지보

수비가 줄어들며, 철분발생을 감소시켜 역사의 공기 질 개선으로 

승객 서비스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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