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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C traction system, a large load current of electric railcar leads to a voltage drop when a vehicle 

starts, and the regenerative power generated by brake system increases the catenary voltage. To minimize the 

voltage fluctuation during the train operation and make use of the regenerative power, several types of energy 

storage systems are being studied. The energy storage system that is being recently introduced consists of the 

supercapacitors for energy storage and the bi-direction DC/DC converter for charge/discharge control. The 

efficiency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depends on the train operation pattern. 

  In this paper, the operation efficiency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was quantitatively analyzed via 

simulation study taking consideration of the train operation patterns. The simulation was conducted changing 

the headway of trains with the energy storage system that uses the bi-direction DC/DC converter and 

supercapacitor.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operation efficiency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increases as the headway increase.

1. 서론

  최근 세계 으로 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 지 약  효율 향상에 많은 심이 집 되

고 있다. 이는 시스템 손실을 이거나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스템 효율

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에 지 장장치의 도입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이 리

드 자동차, 동차가 그 표 인 이다.[1]

  도시철도 시스템에서 개발되고 있는 에 지 장시스템(ESS : Energy Storage System)은 에 지 

장을 한 슈퍼커패시터와 충/방  제어를 한 양방향 DC-DC 컨버터로 구성이 된다. ESS는 동차 

제동시 발행하는 회생에 지를 ESS에 장하고, 장된 에 지를 동차 역행시 동차에 공 하여 에

지를 감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동차 제동시 발생하는 회생에 지는 주변에 역행하는 동차가 

있으면 ESS에 장되지 않고, 역행하는 동차에 공 하게 된다. 

  한 변 소 구간내에 운행하는 동차의 수는 운행시격과 계가 깊다. 운행시격이 짧으면 주변에 

동차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운행시격이 길면 주변에 동차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운행시격

이 짧으면 회생에 지가 주변에 있는 다른 동차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 ESS의 운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에 운행시격이 길면 ESS의 운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SS가 용된 직류 기철도에서 운행시격별 ESS의 운 효율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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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 지 장 시 스 템  구 성

2.1 양 방 향  D C - D C  컨 버 터

  양방향 DC-DC 컨버터는 회생에 지에 의해 가선 압이 정격 가선 압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림 1(a)

의 벅 모드로 동작하여 가선에서 슈퍼커패시터로 회생에 지가 달되는 충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이

와는 반 로 동차가 역행하여 가선 압이 정격 가선 압보다 낮아지면 양방향 DC-DC 컨버터는 그림 

1(b)의 부스트 모드로 동작하여 슈퍼커패시터에 장된 에 지를 가선에 공 하는 방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2]

  

       

                   (a) Buck mode                         (b) Boost mode

그림 1. Bidirectional DC-DC convertor operation mode

  충 모드와 방 모드에서 강압, 승압되는 압은 각각 식 (1), (2)와 같다. 이 때, D는 충 모드시에 

동작하는 스 칭소자 S1과 방 모드시에 동작하는 S2의 듀티비를 나타낸다.[3]

    ×                                      (1)

    ×                                   (2)

2.2 제 어 기  구 성

  동차가 역행  제동함에 따라 가선은 압변동이 생기게 되고, ESS은 가선 압을 안정한 범 로 

유지시키기 해 슈퍼커패시터로부터 충 과 방 을 하게 된다. 이때 슈퍼커패시터에 충   방 되는 

에 지의 한 양은 양방향 DC-DC 컨버터의 류를 제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제어기는 PI제어기를 이용해 그림 2와 같이 구성하 다.[1]

그림 2. PI controller block diagram

  그림 2에서 각 PI 제어기는 가선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한 압제어기와 슈퍼커패시터의 류를 

제어하는 류제어기로 구분된다. 가선 압을 제어하는 압제어기는 가선 압 지정치와 실제 측정 압

의 차를 입력으로 받아 류지정치를 출력하게 된다. 류를 제한하기 한 류제어기는 앞서 출력된 

류지정치와 측정된 슈퍼커패시터의 류의 차를 입력받아 양방향 DC-DC 컨버터의 듀티비 출력을 

한 command를 출력하게 된다. 각 PI 제어 블록의 출력은 식 (3)과 (4)로 표 되며, 압제어기에서 출

력되는 류는 컨버터에 흘릴 수 있는 류의 용량에 따라 출력의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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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여기서  와 는 각각 슈퍼커패시터의 출력 류 지정치와 측정치, 는 양방향 DC-DC 컨

버터의 듀티비출력을 한 지정치, 와 는 각각 직류철도시스템의 가선 압 지정치와 측정치, 


   는 각각 압  류 PI제어기의 게인이다.

2.3  충 / 방  알고 리즘

  ESS는 가선 압이 안정한 역에서 운 될 수 있도록 에 지를 충  는 방 하게 된다. 가선 압

을 기 압에 해 과 압, 정상운 , 압 역으로 구분하여 과 압일때 충 (Buck mode), 압

일때 방 (Boost mode), 정상운 일때는 ESS가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1]

  충 모드와 방 모드는 IGBT소자로 사용된 S1과 S2에 의해 제어할 수 있다. 그림 2(a)와 같이 충

모드에서 S2는 OFF한 상태로 S1에만 호신호를 인가하고, 그림 2(b)와 같이 방 모드에서는 S1을 

OFF한 상태로 S2에만 호신호를 인가하게 된다. 가선 압은 운행시격에 따른 열차들의 운행패턴을 분

석해 가선내의 동차들이 어떠한 운행모드(역행, 타행, 제동, 정차)로 진행 인지 체크한 후 측정하게 

된다. 측정된 가선 압에 따라 제어되는 ESS의 순서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Control flow chart

3 . 시 뮬 이션

3 .1 에 지 장 시 스 템  시 뮬 이션 모 델

  본 논문에서는 ESS가 용된 직류 기철도시스템에서 운행시격에 따른 에 지 감율을 시뮬 이션

하기 해 력 자 해석 툴인 PSIM 로그램과 C 로그래 을 사용하 다. 

  ESS 모델을 검증하기 하여 직류가선모델을 연결하여 충/방  동작을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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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M을 이용한 모델이다. 그림 4(a)는 에 지 장시스템, 4(b)는 컨버터의 제어기 블록, 4(c)는 직류가

선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4(d)는 가선 압 모니터링에 의한 충, 방 동작 제어, 력계산등을 C 로그래

을 이용해 구 한 DLL 블록을 나타낸다.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라미터는 표 1과 같다.

(a) Energy Storage System                   (b) Control Block

     (c) DC Electric railway model           (d) DLL block

그림 4. PSIM model for simulation

표 1. Simulation parameters.[5]

구  분 사  양

충 개시 압 1660 [V]

방 개시 압 1615 [V]

슈퍼커패시터 충방  류제한 200 [A]

슈퍼커패시터

최 압 1166 [V]

캐패시티 55 [F]

최 용량 37.39 [MJ]

  

3 .2 운행 시 격 별  에 지  감 율  분 석

  표 2는 본 논문에서 가정한 선로 조건과 열차운행 패턴을 나타낸다. 

표 2. Train operation parameters[6]

역간 거리 변 소 간격

1000 [m] 4000 [m]

역행시간 타행시간 제동시간 정차시간

27[sec] 27[sec] 16[sec] 30[sec]

  와 같이 열차운행패턴을 단순화 하여 에 지의 소비와 충/방 이 선형 으로 이루어지게 하 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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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 이션의 timescale을 1/10로 축소하여 열차가 0~2.7[sec]까지 역행, 2.7~5.4[sec]까지 타행, 5.4~7.0[sec]

까지 제동, 7.0~10[sec]까지 정차하도록 하 으며, 이때 변 소 간격은 4[km], 정거장 간격은 1[km], 운행

시격은 2.5분에서 7분 이상까지로 하 다.

  그림 8에서 첫 번째 그래 의 V_dc는 가선 압, V_non은 ESS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의 가선 압, 두 

번째 그래 의 Power_con은 열차운행동안 소비된 에 지, 세 번째 그래 의 Power_boost는 방 된 에

지, Power_buck은 충 된 에 지를 나타내며 단 는 [Wh]이다. 

  감된 에 지의 비율은 식 5와 같이 계산하 다.

     ×                  (5)

  한 변 소 구간 내에 운행하는 동차의 수는 운행시격과 계가 깊다. 표정속도 36[km/h]로 운행되는 

열차의 운행시격을 최소 2.5분에서 최  10분이라 할 때 4[km]의 변 소 구간에 동차는 1 에서 최  3

까지 동시에 운행된다. 

  그림 5는 주어진 선로조건에서의 시간별 열차운행모드를 나타낸다. 시간을 기 으로 의 부분은 역행

하는 열차운행모드를, 아래 부분은 제동하는 열차운행모드를 나타낸다. 

  

그림 5. Time chart of train operation mode

  그림 6~11까지는 각각 운행시격이 2.5분, 3분, 4분, 5분, 6분, 7분 이상일 때의 시뮬 이션 그래 이며 운

행시격별 ESS 운용효율과 에 지 특성은 표 3과 같다. 

   

그림 6. Headway : 2.5 minute                     그림 7. Headway : 3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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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eadway : 4 minute                     그림 9. Headway : 5 minute

   

그림 10. Headway : 6 minute                      그림 11. Headway : 7 minute

Table 3. Energy according to the headway

운행시격
방 에 지(Wh) 충 에 지(Wh)

소비에 지

(Wh)

소비에 지

-충/방 에 지

ESS

운행효율

(%)
합계(Wh)

2.5분
405.609 142.114

3369.635 2821.912 16.25
547.723

3분
684.212 689.349

5548.775 4175.214 24.75
1373.561

4분
405.498 203.745

3004.865 2395.622 20.27
609.243

5분
379.74 282.532

3826.079 3163.807 17.31
662.272

6분
399.848 239.458

2956.61 2317.304 21.62
639.306

7분 이상
374.014 281.259

2776.966 2121.693 23.59
655.273

  

  표 3을 보면 운행시격이 3분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 으로 운행시격이 증가할수록 ESS의 운용효율

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SS의 운용효율은 열차운행시격 뿐만 아니라 동차가 운행할 때 슈퍼

커패시터로부터의 충/방  빈도수와도 련이 깊다. 그림 7에서 운행시격이 각각 2.5분과 3분일 때의 열

차운행패턴을 보면, 운행시격이 3분인 경우, 동차가 제동할 때와 역행할 때 시간이 거의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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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분의 기동과 역행과정의 에 지가 ESS로 충/방 되어 ESS의 운용효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

로 운행시격이 2.5분인 경우는 부분의 기동과 역행과정이 일치해 ESS의 충/방  동작이 3분인 경우

에 비해 상당히 어 ESS의 운용효율이 작게 나타난다. 

  회생에 지는 역행하는 열차에 역행에 지만큼의 충분한 에 지를 공 해 주지만 ESS의 방 에 지

는 류의 제한으로 그보다 기 때문에 가선으로부터의 추가 인 에 지공 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운행시격이 3분일 경우 실제소비에 지가 약 4000[Wh]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ESS의 

설치운용 보다 운행시격의 조정이 에 지 감측면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

4 . 결 론

  부분의 도시철도시스템은 승객수와 시간 에 따라 운행시격이 다양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가장 짧

은 운행시격은 2.5분이고 가장 긴 운행시격은 10분이다. 운행시격이 짧으면 회생에 지가 주변에 있는 

다른 동차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ESS의 운용효율은 낮아진다. 반면에 운행시격이 긴 경우는 ESS

의 운용효율은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운행시격별 ESS의 효율을 분석하기 해 열차운행패턴을 단순화하여 시뮬 이션을 수

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 운행시격이 길어질수록 ESS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운행시격

이 2.5분일 경우 운용효율은 16.25%, 7분 이상일 경우의 운용효율은 23.59%로 약 1.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가정한 선로조건에서 운행시격이 3분인 경우 열차운행패턴의 차이로 운용

효율과 소비에 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ESS의 설치장소를 고려할 때는 운행시격 뿐만 아

니라 선로조건에 따른 열차운행패턴 한 신 히 고려해야 한다.

  향후 더욱 정확한 측을 하여 동차 역행  제동 특성에 한 비선형 열차모델에 하여 연구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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