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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방식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요금 절감 방안 연구

Study of Electric Charge Saving Plan Using High-speed Charging 

Wireless Railway System

고효상·조인호*·류준형·김길동

Hyo-Sang Go·In-Ho Cho·Joon-Hyoung Ryu·Gil-Dong Kim

1. 서 론

과거 에너지 산업은 국가 및 기업 간의 에너지 시장 경쟁에서 입지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활성화 등 경제

성을 우선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 산업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등의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신재생 에

너지 개발, 에너지 산업 기술 향상 및 운용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및 발전되고 있다[1]. 특히, 대용

량 저장매체의 기술성장 및 단가 절감으로 인해 대용량 저장매체를 이용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자동차와 철도

같은 운송?교통산업에서 대용량 저장매체를 이용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

어 배기가스 및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구과 상용화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2]. 철도산업은 대량의 물류와 여객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증기기관, 디젤기관을 넘

어서 전기철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차량운행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지상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력전송과정

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효율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 운전을 하고 있다. 또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지상에 전

차선을 설치해야 함으로 이는 주변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며, 고전압 대전류로 인한 전자파 인체안전성 및 전기안전측면에서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에 전기에너지를 추진동력으로 이용해오던 철도산업에서는 전력전송의 효율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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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급속충전방식 무가선 전동

차 시스템은 철도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SS를 이용한 급속충

전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을 소개하고 현재의 도시철도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

으로 급속 충전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 적용 가능한 두 가지 전기요금 저감 방안(기본요금을 저감하는 방식(Case 1)과

전력량요금을 저감시키는 방식(Case 2))을 제안하였다. 제한하는 방식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동차

시스템(도시철도 2호선)의 전기요금과 비교하여 비용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주요어 : 무가선 전동차, 급속충전기술, 에너지저장장치, 전력수요,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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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용량 저장매체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의 철도기술자

문위원회, ERRAC(European Rail Research Advisory Council),에서 발표한 미래 철도기술 로드맵, European railway energy

roadmap: towards 2030, 에서는 전동차 에너지저장 기술을 탄소 제로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로서 높은

중요성을 가지면서 반드시 개발해야 할 기술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철도시장규모의 한계성으로 철도분야용 에너지저장

장치 및 충전용 전력변환기술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매체를 이용한 급속충전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을

소개하고 현행 메트로 2호선 현행 전기요금 구성 체계를 설명하였다. 또한,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을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방안

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전기요금과 제안한 요금절감방안을 적용한 전기 요금을 비교하여, 비용 경제

성을 평가하였다. 일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여름철 실제 부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

른 전기요금을 항목별로 도출 및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 서울 메트로 2호선 전기요금 구성 및 부하특성

2.1 서울 메트로 2호선 전기요금 구성

국내의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자(사업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전기 사용의 특성에 따라 요금

제를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표를 보면, 일반, 산업, 주택, 교육,

농사, 수요 관리 등 전기 사용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시간과 계절에 따라 세분화하여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자는 전력사용 크기에 따라 (갑)과 (을)로 선택이 가능하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 A, B, C로 분류된다. 또한, 전기 사

용시간에 따라 선택 I, II, III으로 선택하여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을 선택하여 납부하고 있다. 표 1은 서울시 2호선 지하철에 적

용되고 있는 전기 요금표를 나타내고, 표 2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절별·시간대별로 구분 된 시간대를 나타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분된다. 기본요금은 1년간 사용한 전력 중 가장 높은 사용 전력이 적용되는 요금이

며, 전력량요금은 사용한 전력량에 적용하는 요금이다. 식 (1)은 전기요금 계산 방식을 나타낸다.

전기요금 =기본요금(Peak전력[kW]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사용전력량[kWh] ×전력량요금) (1)

기본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년도 12개월 중 가장 높은 Peak 전력을 적용한다. Peak 전력이란 00시부터 23시까지15분간

지속 사용전력량 중 최대사용량을 말한다. 전력요금은 표 1, 2에서 나타난 계절별 시간별요금표를 이용하여, 각 시간에 따라 사

용한 전력량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이용하여 가격을 책정한다. 현재 서울 2호선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을) 고압A 선택

II를 선택, 식 (1)에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Table 1. Charging fee for railway vehicle [4].

Classification
Demand charge

(Won/kW)

Energy charge (Won/kWh)

Time Summer(6~8) Spring·Fall(3~5, 9~10) Winter(11~2)

High- 

voltage A
Option II 8,320

Light load 56.10 56.10 63.10

Middle load 109.00 78.60 109.20

Peak load 191.10 109.30 166.70

Table 2. Season & time-period classification [4].

 Season 

Time
Summer(6~8) Spring·Fall(3~5, 9~10) Winter(11~2)

Light load 23:00~09:00 23:00~09:00 23:00~09:00

Middle load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Peak load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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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 메트로 2호선 부하특성

본 논문에서는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메트로 2호선 Peak전력과 전력량

부하를 적용하였다. 또한, 가장 가혹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2015년(8월) 부하 중 가장 높은 Peak 전력과 전력량을 선정하

였다. 메트로 2호선은 총 15개의 변전소로 구성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전받고 있으며, 각 변전소별 최대 Peak의 합이 2호선

의 최대 Peak값이 된다. 그림 1은 2015년 시간별 최대 Peak가 발생한 2호선의 전력을 나타낸다. 2호선은 지하철 노선으로 출·

퇴근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따라서, 그림 1을 보면 총 두 번의 Peak가 발생하는데, 시간대가 출퇴근 시

간인 오전 8~10시, 오후 18~20시에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는 메트로 2호선이 사용하는 시간별 전력사용량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정한 시간별 전력단가(TOU)를 나타낸다. 실선

이 전력사용량을 나타내고 점선이 전력단가(TOU)를 나타낸다. 상기 표 1,2에서 설명했듯이, 전력단가(TOU)는 전력계통 부하별

전력사용량에 따라 설정되고 있고, 총 3단계로 구성되고 있다. 그림 2는 전력단가(TOU)와 메트로 2호선 전력사용량을 시간별

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2를 보면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Peak 시간대와 메트로 2호선에서 발생하는 Peak 시간대가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업무시간대인 오전 10시에서 15시 사이에 Peak가 발생하

지만 메트로 전력사용량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8~10시, 오후 18~20시에 Peak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Peak load curve according to hour [5]. 

Fig. 2. Power demand and electricity prices (T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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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속충전저장기술을 이용한 무가선 전동차

도시철도는 전차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차선을 이용한 급전방식은 터널단면적 증가로

인한 건설비를 증가시키고, 전차선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발생한다. 또한, 전력전송 거리에 따라 도선의 저항 성분에 의한

도통손실이 발생한다[5]. 전차선을 이용한 급전방식의 문제점과 배터리 기술발전으로 인해 현재 가선을 이용한 전력공급방식이

아닌 급속충전기술을 이용한 무가선 전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봄바르디어 사의 독일 Manheim 경전철은 전

기이중층 커패시터를 탑재한 에너지저장장치를 사용하고, 직류 가선전압 750V 공급받아 충전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독일의 지

멘스사는 슈퍼캐패시터를 이용하고 직류 가선전압 750V를 공급받아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험 운전 중에 있다. 알스톰사

는 Ni-MH 배터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경전철을 프랑스 니스에서 시운전에 성공하였다. 이 차량은 최대 1km까지 무가선으로

운행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히타치와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하이브리드 디젤 전동차를 연구 및 운행 중에 있다.

표 3은 배터리를 이용한 전동차 해외 사례를 보여준다.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역간 주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회생제동 에너지흡수와 함께 정거장에서 정차하는 동안 급속

충전(20초이내, 직류 1,500V)으로 슈퍼커패시터에 에너지를 저장하여 전차선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3]. 이

차량은 최대 2km를 무가선으로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중에 있고, 2017년부터 실차에 배터리를 장착하여 테스트를 시

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3,6]에 나타나 있다.

Fig. 3. Conception of wireless railway using high-speed charging technology.

Table 3. International technology trends [3].

Country Company Battery Trolley voltage

Germany
Simens

Hybrid

(Li+Capacitor)
750V

Manheim Electronicdouble layer capacitor 750V

Japan
Kawasaki Nickel-hydride battery 570V

Hitachi Li-ion battery 570V

France Alstom Li-ion battery 75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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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요금 저감 방안

도시철도 전기요금은 상기 2장 식 (1)에서 설명했듯이, 기본요금과 전기량요금으로 월 전기사용요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전

기요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저감시켜야한다. 기본요금은 12개월 중 가장 높은 Peak 전력에 의해

서 기본요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중 가장 높은 Peak 전력 값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유일

하다. 식 (2)는 기본요금 계산방식을 나타낸다.

(2)

여기서, feebase: 기본요금, : 12개월 중 최대 Peak 전력, M: 개월 수.

전력량요금은 시간별 도시철도 사용량 전력량과 TOU요금제를 이용하여 부과한다. 식 (3)은 전력량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전력량요금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는 TOU요금이 높은 시간대에 전력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3)

여기서, feeTOU: TOU 단가에 따른 시간별 전기요금, : 시간별 전력사용량, M: 개월 수.

상기 2장에서 설명 했듯이, TOU요금 단가와 전력계통 시간별 전력사용량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TOU 요금 단가가 비싼

시간에 전력량을 조절하면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요금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 시간별 전력사용량 피크

는 그림 2에서 보듯이, TOU 단가와 다른 시간대를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Peak 전력량만을 줄이게 되면, 기본요금

은 줄일 수 있지만, 전력사용량요금을 줄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림 4에 표시된 부분의 전력량을 조정하여, 전기요금을 저

감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총 2가지 방법으로 A는 최대 Peak 전력값을 줄이는 방법을 나타내며, B는 요금단가가 비싼 시간

대 전력량을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Fig. 4. Power demand and electricity prices (TOU) according to hour. 

5. ESS 용량 선정 및 알고리즘

5.1 가정사항 및 제약 조건

본 논문에서 도시철도 전기요금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사항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eebase Ppeak

m
×

1

M

∑

Ppeak

m

feeTOU Ph

use
×

1

M

∑

Ph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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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 메트로 2호선을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으로 가정

② 도시철도 메트로 2호선 전력공급방식을 급속충전방식으로 가정

③ 배차되지 않은 모든 무가선 전동차는 차량기지에서 대기

④ 모든 역에서 20초내에 급속충전하여 ESS완충 가능

⑤ 배차되지 않은 전동차의 ESS는 전력수급용 ESS 사용

⑥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총 편성 수는 88대

⑦ SOCmin≤ SOC0≤ SOCmax

⑧ SOCt = 0.55 × SOCmax

상기에서 가정한 사항은 급속충전 무가선 전동차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사항이다. 현재

도시철도는 무가선 전동차가 아닌 가선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도시철도 시스템이 아닌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를 가정하였다. 또한, 무가선 전동차에 탑재된 ESS 장치의 기본적인 제약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철

도 2호선 총 편성 수는 88대이고, 차량기지에 대기하는 전동차의 수는 실제 도시철도 메트로 2호선 편성표를 이용하여 가정하

였다. 대기하는 전동차의 수를 이용하여 계통에 연계되는 전력량을 파악할 수 있다.

5.2 급속충전용 무가선 전동차 ESS용량 산정

가선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 아닌 ESS를 이용한 급속충전 무가선 전동차를 적용하기 위해서, ESS의 용량을 산정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의 평균 전력사용량을 적용하여 ESS용량을 산정하였다. 표 5는 서

울 메트로에서 측정한 도시철도 2호선 전력사용량을 보여준다.

Table 4. Number of railway vehicles per hour [5].

Time Operational train Wait for train Time Operational train Wait for train

1 0 88 13 32 56

2 0 88 14 32 56

3 0 88 15 33 55

4 0 88 16 41 74

5 25 63 17 52 36

6 44 44 18 55 33

7 60 28 19 50 38

8 63 25 20 39 49

9 57 31 21 33 55

10 36 52 22 30 58

11 33 55 23 24 64

12 32 56 24 12 76

Table 5. Power consumption of city railway in line 2 [5].

Classification Value Remarks

Cars 10 Cars -

Station 42 -

Distance 48.8km -

Average distance 1.162km -

Car-km 2.5kWh/km Energy consumption(1cars per 1km)

Energy 1,220kWh Energy consumption(10cars of line 2 per 1cycle)

Energy consumption per 1km 25kWh Standard for 10 cars

Average energy consumption per station 29.05kWh Standard for 10 cars



급속충전방식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요금 절감 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1호 (2017년 2월) 37

본 논문에서 설계한 ESS는 Maxwell 사의 슈퍼커패시터 모듈을 이용하였다. 울트라커패시터는 18개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

결하여 구성되었고, 단위는 모듈당 48.6V, 용량은 165F이다. 가용 가능한 에너지는 5.1절에서 가정한 ⑧에 의해 최대 충전량의

55%를 적용하였다. 상기 3장에서 설명했듯이, 연구 중인 무가선 전동차는 직류 1,500V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식 (4)에

서 보듯이, 모듈을 32개를 직렬로 연계하여, 직류 1,500V로 설정하여 계산되었다.

- 32모듈 직렬 전압: 48.6V×32ea = 1,555VDC

- 32모듈 직렬 캐패시턴스: 165F/32ea = 5.16F (4)

- 32모듈 직렬 최대 에너지량: 1/CV2 = 0.5 × 5.15 × 1,5002 = 5,793.750KJ = 1.61kWh

- 32모듈 직렬 최대 가용 에너지량: Et = 1.61kWh × 0.55 = 0.8855kWh

상기 표 5와 식(4)에서 계산된 에너지량을 이용하여, ESS 용량을 산정하였다. 상기 표 5를 보면 역간 평균 소모에너지가 약

30kWh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비 전력량까지 가정하여 최대 가용 에너지량을 100kWh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급속충전

무가선 전동차의 ESS 용량은 다음 표 6과 같다.

5.3 역 송전을 위한 도시철도용 알고리즘

역 송전을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 5에서 보듯이 역 송전을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에서 보듯이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역송전을 위한 기본 정보 수집

2단계: 가용 가능한 편성대수 계산

3단계: 시간별 편성대수 비교

Table 6. ESS capacity of wireless railway [3].

Classification Value

Maximum energy capacity 109.65kWh

Amount of available energy 60.31kWh

Voltage 1,555VDC

Fig. 5. Algorithm for reverse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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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다음 시간대 편성 대수 부족분 계산

5단계: 역송전 가능 대수 계산

6,7단계: 시간별 전력요금 단가(TOU)에 따른 충·방전 신호 생성

상기의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면, 1단계는 역송전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의 실제데이터(총 편성수, 시간별 편성수, TOU 등)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역 송전(차량ESS → 전력망)에 가용할 수 있는

전동차 편성수를 판별하는 단계이다. 3,4단계는 역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이후 시간(역전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2시라고

하면 t+1시간은 3시를 의미)에 필요한 최소 운행 전동차 대수를 판별하는 단계이다. 다음 시간에 운행이 편성된 전동차의 수가

현 시간 편성 수보다 많을 경우, 추가 편성된 차량의 에너지는 역전송에 사용하지 않는다. 5단계는 상기의 최소 편성수가 결정

이 되면, 역송전 가능한 전동차 대수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6,7단계는 TOU요금제에 따라 충·방전이 결정하는 단계이다. 즉, 요

금제가 비싼 시간에는 방전을 하고, 요금제가 싼 시간에는 충전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단계이다. 하기의 알고리즘을 이용하

면, 각 시간별 역송전 전동차의 대수를 설정하여 도시철도의 전기요금을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역 송전하는

전동차는 운행중인 전동차가 아닌 차고지에서 대기하는 전동차를 이용한다.

6.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상기 4장에서 설명했듯이, 총 2가지 케이스의 요금저감 방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및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

다.

① Case 1 : 기본요금을 줄이는 방식으로써, 최대 Peak 값을 낮춰줘 전기요금을 저감하는 방안

② Case 2 : 전력량요금을 줄이는 방식으로써, 시간별 전력사용량과 TOU 단가를 고려하여, 전력량요금을 저감하는 방안

6.1 Case 1에 따른 도시철도 전력 변화량

Case 1은 최대 Peak 전력을 감소시켜 전기 기본요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설계된 요금저감 방식이다. 따라서, 최대 전력사용

Peak 시간인 9시에 대기차량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전부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을 저감시켰다. 다른 시간의 대기차량도 이용할

수 있지만, Case 1은 오직 Peak 사용 전력량 크기를 줄여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9시의 대기차량만 이

용하였다. 표 7은 Case 1에 대한 대기차량의 활용 대수를 보여준다. 또한, 9시에 사용된 대기차량의 저장에너지는 요금제가 싼

1시에 충전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최대한 낮췄다.

Table 7. Number of railway vehicles according to case 1.

Time
Wait for 

train

Reverse 

transmission train

Charging 

train
Time

Wait for 

train

Reverse 

transmission train

Charging 

train

1 88 0 31 13 56 0 0

2 88 0 0 14 56 0 0

3 88 0 0 15 55 0 0

4 88 0 0 16 74 0 0

5 63 0 0 17 36 0 0

6 44 0 0 18 33 0 0

7 28 0 0 19 38 0 0

8 25 0 0 20 49 0 0

9 31 31 0 21 55 0 0

10 52 0 0 22 58 0 0

11 55 0 0 23 64 0 0

12 56 0 0 24 7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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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을 보면 Peak 전력량을 갖는 9시에 대기차량의 에너지를 역송전 함으로써 전력량이 저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

시의 전력량은 9시에 역전송된 전동차들을 충전시킴으로써, 반대로 전력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6.2 Case 2에 따른 도시철도 전력 변화량

Case 2는 전력량요금을 저감시키는 방식을 적용한 방식이다. 따라서, TOU 단가에 의해서 역전송하는 대수가 달라진다. 표 9

는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운행표와 그림 5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정된 시간별 역송전 대수와 충전대수를 나타낸 표이다. 

그림 7은 역송전과 충전하는 대수를 TOU단가에 따라 시간별로 적용했을 시, 변화하는 시간별 전력량을 나타낸다. 총 2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빨간색 원은 대부분의 TOU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력을 역전송하는 구간이다. 하지만 12시의 단가가 저

렴한 구간에서는 역송전한 대부분의 전동차가 충전을 진행한다. 파란색 원구간은 역송전을 진행한 차들이 전기 요금이 가장 저

렴한 23시에 충전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Fig. 6. Power demand according to case 1.

Table 8.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case 1.

Time
Unapplied reverse 

transmission [kW]

Apply for reverse 

transmission [kW]
Time

Unapplied reverse 

transmission [kW[

Apply for reverse 

transmission [kW]

1 31,462 33,332 13 53,128 53,128

2 13,092 13,092 14 52,802 52,802

3 9,036 9,036 15 54,916 54,916

4 8,313 8,313 16 55,941 55,941

5 15,530 15,530 17 57,983 57,983

6 29,504 29,504 18 65,175 65,175

7 46,122 46,122 19 70,340 70,340

8 68,164 68,164 20 70,018 70,018

9 73,870 72,000 21 63,798 63,798

10 70,857 70,857 22 54,258 54,258

11 64,306 64,306 23 49,078 49,078

12 56,599 56,599 24 38,532 3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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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시철도 메트로 2호선 전기요금

본 논문에서는 2015년 8월 전기요금을 상기 2장에서 설명한 식 (1)과 2015년 8월 실제 전력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정하였

다. 2015년 8월 도시철도 2호선 전기요금을 기본료와 전력량요금으로 분리하여 계산하였다. 기본요금은 그림 1의 최대 Peak 전

력을 사용하였고, 전력량요금은 TOU단가와 전력량 데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전력데이터는 2015년

중 가장 높은 Peak 전력을 갖는 하루의 전력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하루 전기요금을 계산한 뒤, 한 달 전기요금으로 변

환하여 비교하였다. 표 11은 식 (1)과 하루 전력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5년 8월 전기요금을 나타낸다(Base). 본 논문

에서 계산된 전기요금은 가장 가혹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 달 중 가장 높은 Peak 값을 이용하여, 한 달 전기요금을 계산

하였다.

6.3.1 Case 1에 따른 전기요금 저감

이번 절을 요금저감 방식 중, 기본요금을 줄이는 방안을 적용한 케이스이다. 기본요금은 식 (2)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기본요

금을 줄이는 방법은 1년간 발생하는 최대 Peak 전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운행하지

않은 급속충전용 무가선 전동차에 저장되어 있는 전력을 이용하여, 최대 Peak 전력을 저감시켰다. 하기 표 11은 최대 Peak 전

Table 9. Number of railway vehicles according to case 2.

Time
Wait for 

train

Reverse 

transmission train

Charging 

train
Time

Wait for 

train

Reverse 

transmission train

Charging 

train

1 88 0 0 13 56 47 0

2 88 0 0 14 56 0 0

3 88 0 0 15 55 0 0

4 88 0 0 16 74 0 0

5 63 0 0 17 36 0 11

6 44 0 0 18 33 0 3

7 28 0 0 19 38 5 0

8 25 0 0 20 49 11 0

9 31 0 0 21 55 6 0

10 52 52 0 22 58 3 0

11 55 3 0 23 64 0 58

12 56 0 55 24 76 0 0

Fig. 7. Power demand and electricity prices (TOU) according to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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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전기요금을 나타낸다(Case 1). 한 달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였고, 상기의 표 7과 8을 비교하

면, 기본요금은 약 15,554,510원 감소하고, 전력량요금은 약 3,065,846원 절감할 수 있고, 한 달에 총 18,620,356원 절감할 수

있다.

6.3.2 Case 2에 따른 전기요금 저감

이번 절은 상기에서 설명한 두 번째 방식으로, 전력량요금을 저감시키는 방식을 적용한 케이스이다. 전력량요금은 식 (3)을

통해서 계산된다. 전력량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TOU 단가가 높은 시간의 전력량을 줄이고 낮은 시간에 충전을 진행하여, 시간

별 사용 전력량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배차되지 않은 급속충전용 무가선 전동차에 저장되어 있는 전력을 이용하여, 시

간별 전력사용량을 분배시켜야한다. 하지만 표 4에서 보듯이, 운행하는 전동차의 최대 대수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운행표를 활

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전동차의 대수를 항상 제한해야한다. Case 2의 절감된 전기요금은 Case 1과 거의 비슷한 것을 표 10에

서 보여준다. 이는 급속충전 무가선 전동차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동차는 ESS 장치와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

기 때문이다. ESS 장치는 전력수요분배에만 활용할 수 있지만, 무가선 전동차는 수송용이기 때문에, 온전히 전력수요분배에만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무가선 전동차가 갖는 큰 특징 중 하나인 회생제동에 대한 전력량은 포함시키

지 않았다. 하기 표 11은 TOU 단가가 높은 시간대의 전력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전기요금을 나타낸다(Case 2). 기본

요금은 TOU 단가가 가장 높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요금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다. 전력량요금만 저감되고한 달에 총 21,391,938원 절감할 수 있다.

7. 결 과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매체를 이용한 급속충전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을 소개하고 현재 적용중인 도시철도 전기요금 산정방

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급속 충전 무가선 전동차 시스템을 활용한, 전기요금 저감 방안을 제안하고, 현재 전동차 시스

Table 10.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case 2.

Time
Unapplied reverse 

transmission [kW]

Apply for reverse 

transmission [kW]
Time

Unapplied reverse 

transmission [kW]

Apply for reverse 

transmission [kW]

1 31,462 31,462 13 53,128 50,294 

2 13,092 13,092 14 52,802 52,802 

3 9,036 9,036 15 54,916 54,916 

4 8,313 8,313 16 55,941 55,941 

5 15,530 15,530 17 57,983 58,646 

6 29,504 29,504 18 65,175 65,356 

7 46,122 46,122 19 70,340 70,038 

8 68,164 68,164 20 70,018 69,355 

9 73,870 73,870 21 63,798 63,436 

10 70,857 67,721 22 54,258 54,077 

11 64,306 64,125 23 49,078 52,576 

12 56,599 59,916 24 38,532 38,532 

Table 11. Energy charge in august 2015 according to case.

Case
Demand charge

(Won/kW)

Energy charge

(Won/kWh)
Total Variations

Base 614,595,072 4,352,263,925 4,966,858,997 0

Case 1 599,040,562 4,349,198,079 4,948,238,641 18,620,356(0.004% ↓)

Case 2 614,595,072 4,330,871,987 4,945,467,059 21,391,938(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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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도시철도 2호선)의 전기요금과 비교하여, 비용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산한 방식을 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기본요금 저감 방식인 Case 1과 전력량요금을 저감시키는 방안인 Case 2으로 분리하여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Case

1 방식은 운행되지 않은 급속충전 무가선 전동차를 이용하여, 도시철도 Peak 전력량을 저감시킴에 따라 기본요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Case 2는 그림 4에 표시된 부분의 시간별 전력사용량을 감소시켜, 전기요금을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Case 1

과는 다르게 최대 Peak 전력량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아닌 TOU 단가에 따라 시간별 전력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저감 방식이다. 상기 6.3절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Case 1은 약 18,620,357원을 저감할 수 있고, Case 2는 약 21,391,939원을

저감할 수 있다. 제안한 두 가지 방식의 저감된 요금은 거의 비슷하고, Case 2가 Case 1보다 약 2,771,582원 더 저감 시킬 수

있다. 년간으로 변환하여 Case 1에 의해 저감된 요금은 약 2.2억원이고 Case 2에 저감된 요금은 약 2.6억원이다. 본 논문의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급속충전 무가선 전동차를 도시철도에 구축 시, 전기요금 저감 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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