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비회원,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E-mail : bssuh@hanyang.ac.kr
* 정회원,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열차최적운전

Optimal Train Driving Strategy for Energy Saving

손창훈*           서병설†          

Chang-Hun Son     Byung-Shul Seo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f optimal train driving strategy to minimize the energy consumption. Optimal driving strategy 
can be analyzed as an optimal problem which have constraints by using Largrangian Function and Kuhn-Tucker 
condition. We simulate the section between Konkuk University Station and Seongsu Station which is on outer circle 
line of the Seoul Metro line No.2 by using MATLAB and consider the straight level track and the speed limit.  

1. 서론

도시철도는 친환경적이고 대량수송을 통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

무와 아스팔트를 이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도시철도는 강철 바퀴와 강철 선로의 작은 마찰 계수를 이용

하여 주행시 소비하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수송을 위한 큰 견인력을 

갖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열차 운행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동차 차량을 경량화하는 것이다. 마일드 스틸의 차체를 스테인리스나 초경량 소재로 변경

함으로써 차체 중량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주회로 기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저항제어에서 초

퍼제어, VVVF 제어로 바꾸어 역행시 저항 손실을 없애고 또한 회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절

감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셋째, 에너지저장시스템[1]을 적용하여 회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전동차 

제동시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저장하였다가 역행시 전동차에 공급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넷째, 운행 조건을 만족하는 열차 최적운전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Transport control group의 P.G. Howlett와 P.J.Pudney[2]가 제시한 최적화모델을 이용하여 에

너지를 적게 쓰면서 운행하는 최적운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열차 에너지 효율 문제는 Lagrangian 함수와 

Kuhn-Tucker condition을 이용하여 제약 조건을 갖는 최적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에너지 비용함수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적해에 도달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은 서울메트로 2호선 건대입구~성수역간 

외선구간에 대하여 실시하여 최적운전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운전선로도 표준 운전법과 비교하였다. 

운전 조건으로는 구배와 곡선저항을 제외하고 제한속도와 주행저항만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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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열차의 에너지 흐름

전차선으로부터 공급된 전기에너지는 궤도상의 열차를 추진시스템을 통해 가속시키고 일정 속도에 이

르게 한다. 이후 타행운전이 시작되는데 이는 열차에 공급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에너지로 바

뀌면서 타행 운행함을 말한다. 타행 운행 중 열차에 저장된 에너지는 주행저항, 구배저항, 곡선저항 및 

제동 작용에 의해 소비된다.

그림 1. 열차에너지 흐름도

2.2 열차의 운전 모드

열차는 선로의 상태, 열차의 특성, 운전시격 단축을 위한 운전제어, 승차감 향상 등 많은 조건들을 고

려하면서 운전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소비되는 주행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최적운전은 열차의 운전모드에 따라 결정된다. 

열차의 운전모드는 역행, 타행, 제동 모드로 나누어지며 역행 운전모드일때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주행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역행 운전모드를 짧은 시간 적용하면 주행에너지

는 적게 소비되지만 운행속도가 낮아져 정해진 운전시분을 만족할 수 없게 되고 제동모드를 빨리 적용

하면 고정된 역간 거리를 만족할 수 없으므로 고정된 역간거리와 정해진 운전시분을 만족하는 타행 모

드와 제동 모드의 시작점을 결정하는 운전모드선정이 운행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최적주행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2.3 열차 운전 모드에 대한 모델

열차는 주간제어기(Master Controller) 조작을 통해 운행 모드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핸들의 위치에 따라 가

속제어를 하는 역행 모드, 감속제어를 하는 제동모드, 진행속도에 따라 운행하는 타행모드로 나뉘어 진다.

∈ ={- ,....,-2, -1, 0, 1, 2,,..., }   (1)

여기서 는 제동 모드에 대한 단계 설정치, 는 역행 모

드에 대한 단계 설정치, =0은 타행 모드를 의미한다. 열차의 

가속력은 속도가 일때 현재 운전모드 단계 설정치 u에 대한 

역행 또는 제동 가속력에서 열차 주행저항을 뺀 것으로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그림 2. 열차의 주간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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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열차의 속도, 는 주행거리,  는 속도 에서 운전모드 단계 설정치가 u일때의 역행 또

는 제동 가속력, 는 속도 에서 열차저항 가속력을 나타낸다.

번의 가속력 변화가 있고 열차가    지점에서 출발하여    지점까지 운행한다면 가속력 변화 

지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3)

번의 제한속도 구간을 갖는다면 제한속도 변화 지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4)

식 (4)의 임의의 구간(  )에서의 제한속도는   로 정의한다.

임의의 구간      에서의 거리는        이며 이때의 운행시간은  로 정의한다.

2.4 제약조건을 갖는 최적운전 모델

P.G. Howlett와 P.J.Pudney[2]는 열차 운전에 소비되는 에너지비용함수를 운행모드 설정치인 구간에서 

에너지 비용 계수( )와 운행소요시간()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Ws)     (5)

에너지 비용계수는 타행모드에서 역행모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에너지 소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타

행모드와 제동모드 구간에서는 무시하였다.

동등제약조건으로는 각 구간거리의 합이 전체 거리와 같아야 한다.

  
  

  

  (m)     (6)

부등 제약 조건으로는 각 구간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합은 전체 운행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s)     (7)

또한   구간에서의 열차운행속도   은 구간제한속도 한계 를 초과할 수 없고, ( ,  ) 구간

에 대하여 제한속도가 변하는 지점에서의 속도 는 제한속도 를 초과할 수 없다.

   ≤   (km/h)     (8)

 ≤   min         (9)

여기서   ···     ···  

위에서 정의한 에너지 비용 함수와 제약조건들을 이용하여 Lagrangian 함수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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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Kuhn-Tucker condition을 적용하고 정리하면 Lagrange multiplier 와 에 관한 선형 1차 방정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한속도 를 갖는 구간에서 역행과 타행모드에 대한 식은 (11)이고 제동모드에 

관한 식은 식 (12)이다.

  
 

 
(11)

               (12)

여기서   

 

는 거리와 속도 제약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며, 는 전체 운행시간 제약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정된

다. 일반적으로 열차주행저항식       
는 속도에 대한 2차식이므로 식 (11)에서 두 개의 

근   와    ( ≤  ≤ ) 을 갖으며 식 (12)에서 한 개의 근     ≤  ≤  ≤  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제한속도 구간      에서 임계속도를 나타낸다. 더욱이   일 경우 임계

속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    ≤    ≤   

 

제한속도 인 구간      에서 운전모드가 타행에서 역행으로 바뀔 때는   이고 역행에서 

타행으로 바뀔 때는   min    이다. 타행에서 제동으로 운전모드가 바뀔 때는    이다. 역

행에서 타행모드를 거치지 않고 제동모드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림 3. 임계속도와 제한속도에 의한 거리속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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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인 구간      에서








역행→타행   min    

타행→역행   
타행→제동   

제한속도가 변하는  에서








역행→타행        ≤ 

            or    ≤        

타행→역행         

제동→타행    ≤ 

운전모드가 바뀌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 최적해 산출절차 

두 개의 제한속도를 갖는 구간에서 먼저 의 추정 값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주어진 제한속도를 이용

하여 구간을 분리하는데 첫 번째 구간에 대한 열차 운전계획은 역행→타행→역행→타행 모드 순으로 구

성하고 이에 대한 임계속도     로부터 계산된 운행거리가 전체 운행거리 조건을 만족하도록 

을 설정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간은 타행→역행→타행→제동 모드 순으로 구성되며     로부

터 계산된 운행거리가 전체 운행거리 조건을 만족하도록 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전체 운행

시간이 주어진 요구 시간보다 작을 경우 을 크게 하고 요구 시간보다 클 경우 값을 작게 하여 다시 

계산을 되풀이 한다.

2.6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메트로 2호선 건대입구-성수역 외선구간에 대해 역간거리, 제한속도, 운행시간 등을 적용하여 

MATLAB 7.0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이를 서울메트로 운전선로도 표준운전법과 비교하였다. 건대 입

구-성수역 구간은 역간거리 1175m이며 이중 200m는 성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구간으로 운행시간은 

90초이다. 역간 구배가 없는 평탄선로이고 50m의 1200R 곡선구간이 있으나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역행시의 에너지비용계수는   로 가정하였다.

제한속도 
80 km/h <975

60 km/h 975≤ 1175 (13)

열차의 주행저항식은 식(14)으로 정의하였으며 열차의 운행모드는 완전역행, 타행, 완전제동만을 한

정하였다. 이에 따른 열차의 가속력은 식(15)와 같이 정의하였다.

      (kgf/ton)     (14)

  








 




u=역행

0 u=타행 (kN/ton)  (15)

-1 u=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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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대입구 성수역 외선구간 표준운전법에 의한 거리-속도 그래프

그림 5. 최적운전에 의한 거리-속도 그래프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는 Lagrange multiplier   ,    , 임계속도    km/h,    

km/h 이며, 제한속도 60km의 성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구간은 200m로 거리가 짧아 역행, 타행을 하지 

못하고 제동 모드만 하였다. 

표준운전법에 의한 에너지비용함수  Ws 이었고 최적운전에 의한 에너지 비용함수는 

  Ws 였다. 최적운전은 표준운전법에 비해 0.16Ws 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

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울메트로 2호선 건대입구-성수역 구간에 대한 최적운전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MATLAB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1회 운행시 에너지 절감효과는 

0.16Ws 로 건대입구-성수역 외선구간에 평일 평균 열차가 284회 통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에너

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시된 최적운전은 표준 운전법에 비해 운전모드를 바꾸는 횟수가 많고, 차이

가 적은 두 개의 임계속도 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수동운전 열차보다는 자동운전 열차에 적합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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