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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lectric railway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s. The train powered by substations generates 

regenerative power when it runs on railway of various slope. A regenerative braking is an ideal 
system on account of reducing mechanical braking as well as recycling the energy.
 This study dealt with the line gradient review, train running records and power data out of 
substations in a bid to establish the efficient regenerative energy storage system. 

 

국문요약

도시철도의 전동차는 변전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지상, 지하부의 다양한 선로조건

(구배)를 지닌 선로를 운행하며, 열차 제동 시 많은 회생전력이 발생하고 있다. 회생제동은

에너지를 재활용 할 뿐만 아니라 기계식 브레이크의 사용을 줄이는 매우 이상적인 시스템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회생제동이 가능한 시스템은 발생된 에너지가 어떤 정

해진 흐름을 가지고 소모되고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도시철도 선로구배도 검토 및 전동차 운행기록 분석, 전력공급소(변전

소)의 전동차용 전력 공급반 전력분석 등으로 진행 되었다.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회생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구축을 목

표로 재활용 가능 에너지의 예측 및 분석을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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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 기조와 더불어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녹색에너지의 활용은

국가적,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자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석유에너지 전량 수입의존

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녹색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에 많은 정부지원과 정책의 수립에 많은

힘을 더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운송수단의 발전은 글로벌 세계화를 가속 시켰으며, 이에 더해 에너지의 개발 및 선점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투자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자원에 대한 수입원가의 증가와

자원의 무기화는 에너지 수입국 측면에서는 다양한 대체 에너지개발의 목적을 세우게 되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일본의 2배에 이르는 자동차 주행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여타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에도 많은 운행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철도)이용 증대라는 현실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국가 및

각 지방정부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경전철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도시건설과 도시공간의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철도의 발전은 곧 녹색에너지의 활용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철도분야 즉 전기철도 에너지 효율성의 확대는 친환경 도시와

녹색에너지 활용의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로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1.2 연구목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기반시설 분석 및 전동차 운행 데이터 분석, 전력공급소 에너지

분석을 통하여 도시철도분야 전동차 운행의 핵심인 역행, 타행, 제동의 메커니즘의 해석과

이에 따르는 전력흐름 및 회생에너지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동차 발생 회생전력은 다음의 4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인근 역행 전동차의 전력으로 재활용 (2) 전동차에 장착된 저항기 설비로 소모

(3) 선로저항 등 각종 손실로 소모 (4) 회생전력 저장장치로 에너지 재활용 가능

전동차의 발전은 단순히 제동 시 발생에너지를 열로 변환하여 버리는 방식에서 회생제동

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GTO, IGBT 제어 전동차의 특성인 제동 시 발생 에너지

의 활용은 회생제동과 발전제동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 이용 및 재활용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현재 영업운전 중인 설비의

에너지 이용 현황 분석, 전동차 운행의 특성 분석, 기반시설의 분석을 통해 회생에너지의 활

용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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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운행 선로조건 검토

서울도시철도 5678호선의 전동차 운용은 6개 차량기지를 기점으로 총연장 161km 중 지

하터널 구간은 155km에 이르고 있으며, 타호선과 비교하여 깊은 심도의 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회생전력의 발생 및 저장장치 위치 선정은 장거리 구배 구간의 분석 및 설치 변전소

전후 구간의 표고차를 비교하여 최대 회생전력 발생지점을 예측 및 실측함에 기초를 가지고

있다.

급구배 및 깊은 심도에서의 전동차 운행은 역행 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며, 그 반

대 선로에서는 많은 제동을 취급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선전압의 상승, 하

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전동차 운행 시 많은 시간의 제동 및 역행을 취급하여야 한다.

서울도시철도 5678호선의 특징은 도표 1 및 그림 1과 같이 총 148개의 정거장 중 145개의

지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22.1m의 평균심도를 이루고 있다. 5호선과 7호선의 선로

구배를 비교하여 보면 7호선이 장거리 상, 하 구배를 가지고 있으며, 5호선의 경우가 더 복

잡한 상, 하 구배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표 1. 호선별 심도 비교

호선별 개통연도
지하역수

(총 역수)
평균깊이 최대 심도역

1호선 1974년 9역 11.4m 종로3가역 13m

2호선 1984년 36역(49역) 14.2m 이대역 36m

3호선 1985년 29역(31역) 16.7m 충무로역 28m

4호선 1985년 21역(26역) 15.8m 회현역 23m

5호선 1996년 51역 23.5m 신금호역 44m

6호선 2001년 38역 22.5m 버티고개역 43m

7호선 2000년(2단계) 39역(42역) 22.7 숭실대역 47m

8호선 1999년 17역 19.8m 산성역 5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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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 7호선 선로조건도

도표 2. 5678호선 구배 현황 비교

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30‰ 이상 17개소 2개소 4개소 7개소

30‰ 연장(m) 4,497 1,322 1,766 972

30‰ 개소 평균(m) 264 661 444 138

각호선의 구배 현황도는 도표 2와 같이 구배(상, 하) 30‰(30/1000m) 이상 구간의 개수

및 연장은 5호선 17개소(4,497m), 6호선 2개소(1,322m), 7호선 4개소(1,776m), 8호선 7개소

(972m)이다. 또한 호선별 최대구배(30‰) 구간의 개수 및 개소별 평균거리는 위 표와 같이

5호선의 경우 최대구배구간의 개수는 많고 평균거리는 짧고, 7호선의 경우 최대구간의 평균

거리가 긴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3. 5, 7호선 최대구배 및 연속구간 비교

호

선
구 간

최대

표고차

구배

연속구간

구간

최대구배
비고

5

화곡S/S ∼ 목동S/S 27.0m 3.40km 26.7‰ 화곡S/S

목동S/S ∼ 영등포시장S/S 25.0m 2.31km 32‰ 영시장S/S

충정로S/S ∼ 을지로4가S/S 18.0m 3.24km 9.69‰ 을지로4가S/S

7

수락산S/S ∼ 중계S/S 15.0m 2.06km 30.1‰ 수락산S/S

건대입구S/S ∼ 청담S/S 33.0m 1.82km 34‰ 건대입구S/S

내방S/S ∼ 상도S/S ∼

남구로
62.8m 9.02km 12‰ 상도S/S

도표 3은 5호선과 7호선의 최대 표고차와 구배(상, 하) 연속구간을 비교한 자료로써, 비교

결과는 5호선 화곡, 영등포시장, 을지로4가 변전소, 7호선 수락산, 건대, 상도 변전소 구간이

표고차 및 구배조건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조건의 비교와 실제

회생전력의 경제성 및 기반조건과의 상관관계는 설치환경조사 및 정밀전력분석 작업을 통해

판단 가능할 것으로 검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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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동차 운행기록 분석

위 표와 같이 해당구간 전력공급소의 열차운행선로 구간 최대구배 현황을 근거로 1개 구

간을 선정하여 전동차 운행기록을 분석 하였다, 정거장(1)을 출발한 전동차는 다음 정차할

역까지 최대 30‰의 하 구배 선로를 운행하게 되며, 총 1626m의 거리 중 400m ∼ 450m 구

간을 지나며 제동을 취급하게 된다. 정거장(1)을 출발하여 다음 정거장 도착 시 까지 운행시

간은 186초 이며 그중 35초간 제동을 하게 된다.

도표 4. 분석구간 열차운행기록 분석

정거장/역간 정거장(1) 정거장(1)∼정거장(2) 정거장(2) 비고

위치(km)

거리

2k469∼2k634

(165m)

2k634∼4k095

(1,461m)

4k095∼4k260

(165m)

정차(운행시간) 48초 (186초) 23초

구간속도
평균속도 : 31.8km/h

표정속도 : 28.0km/h

제동시간 35초

그림 2. 분석구간 선로구배도

그림 3. 분석구간 전동차 운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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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동차 속도와 가선전압(metlab prog.)

그림 4. 분석구간의 전동차 운행 자료를 보면 기관사의 전동차 제동 취급과 동시에 전압

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거장(1)과 정거장(2)의 열차속도와 가선전압의 변동을 보

면 역행 시 열차부하 증가에 따른 전압강하와 제동 시 전압상승 또한 정거장 정차 시에도

전압의 상승 및 하강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선로 내 다양한 전압원이 존재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가선의 수용성 내에서 자연스러운 전력의 흐름을 가지고 재

사용 및 소모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3 전동차용 전력공급반 전력분석

전력공급소의 전동차 전력분석 데이터는 전동차용 급전차단기 공통 모선에서 전차선 전

압을 계측 하였으며, 해당 급전차단기반에서 각각 4대의 전류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

다. 이와 같은 측정은 변전소 기준으로 상 하선 좌 우측 방향 선로의 부하에 따른 전류흐름

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되는데, ⓐ는 전압을, ⓑ는 전차선 상

하선 좌 우측의 전류를 나타내며, ⓒ는 전류의 합을 표현하였다.

그림 5. 가선전압 하강시 전류흐름

ⓐ

ⓑ

ⓒ

시간 F11 F12 F13 F14 전류합 전압

08:11:42 -210A -270A -15A 1515A 1020A 1575V

08시11분42초의 경우를 보면, Feeder11,12,13에서 회생에 의한 전류 흐름이 계측되고 있으

나, Feeder14의 부하에서 부하전류(1,515A)의 증가로 전차선 전압이 1,575V로 하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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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열차운행계획(가을철 주중 408회, 주말 350회)

가선 무부하전압 1593V

가선전압 상승횟수 주중 230∼280회 주말 180∼210

가선전압 상승 및 하강 (최대) 1812V (최저)1412V

가선전압 상승시간 (최대) 29.2초 (최저) 1초

가선전압 상승시간 평균 9.87초

회생전압 상승 평균 1695.6V

그림 6. 가선전압 상승시 전류흐름

ⓐ

ⓑ

ⓒ

시간 F11 F12 F13 F14 전류합 전압

08:11:55 -165A -30A -390A 300A -285A 1747V

08시11분55초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Feeder14의 부하전류 증가 보다 Feeder11,12,13에서 발생된 회생전력이 전차선 전압의 상

승요인으로 작용 하였으며, 전차선 전압은 1,747〔V〕로 상승되었음을 보여준다.

2.4 발생 회생전력 분석 및 개선방향

도표 5. 회생전력 발생 현황

상기 분석 자료를 토대로 회생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전 회생에너지의 흐름을 보면 자연스

러운 전동차용 전력의 조류(潮流)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생제동 시 발생되는 에너지의 활용은 구간 전동차의 역행 및 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 복잡한 열차운행 시격, 열차간격을 보면 전차선 가선전압의 상승 즉 인근열차에

서 활용되지 못하고 전압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가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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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을 판단하는 전기철도차량의 전압검출 시스템과 맞물려 제동력 확보를 위한 저항기의

동작으로 이어지게 된다. 만일 100% 가선의 수용성이 확보 된다면 열로 태워버리는 전동차

저항기의 동작 요인을 제거 할 수 있으며, 현재 도시철도 급전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선의 수용성의 확보는 전동차 기계식 브레이크의 동작을 줄여 관련 소모품의 절감

및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가져 올 수 있고, 열차 정시운행과 정위치 정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에너지 저장매체 발전현황 및 비교

도표 6.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별 비교

방식 플라이휠 이차전지 수퍼캐패시터 하이브리드 방식

특징

고회전에 의해 에너

지 축적 가능

직,병렬혼합방식

전압 변동폭

적음

비표면적 小

용량특성 大 이차전지+캐패시터

에너지 밀도 大 파워밀도 大

개발

과제

손실저감 대책 수립

고속 안정화기술

기술 개발

파워밀도 증대

전압변동 대책

에너지밀도 및 파

워밀도 성능 구현

셀간 밸런스

제어

수명증대 셀 내구성 확보

내구성 우수 2000-5000사이클 100,000 사이클 내구성 확보 우선

개발

동향

초전도 반도체 적용

진공챔버 적용

이차전지 내구성

증대, 신소재 적

용

캐패시터

국산화
연구진행 중

적용

사례
연구 진행 중

일본 고베지하철

적용, 한국철도

공사 적용 예정

대전지하철

3개

변전소 적용

진행 중

다양한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중 도시철도 회생전력의 특징인 대용량 급속 충, 방전에 적

합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부하응답 성능과 파워밀도,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대

부분 지하구간에 건설된 변전소의 특징을 감안하여 온도, 습도, 진동, 방진 등 조건에 만족

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플라이휠 방식 회생에너지 저장장치의 도시철도 변전소 적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하반기 구축을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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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전기철도 시스템은 회생전력을 재활용 하기위한 기반 기술을 토대로 건설 되었으며, 전

동차와 변전소의 전력의 흐름을 통해 일부 활용 되고 있으며 또한 활용되지 못하고 버리는

에너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많은 연구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에너지 저장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기철도 분야 회생전

력의 재활용에도 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교통인 전기철도분야

의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 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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