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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전기자동차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철도의 전통적인 기술적 패러
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오래전에 제안되었지만 이상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던 수요응답형 순환교통(PRT) 시스템의 경우
에도 전기자동차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배터리에 의해 구동되는 차량의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선 급전에 의한 급속충전 기술과 
고에너지 밀도의 슈퍼커패시터 적용은 이러한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하고 도시 미관의 향상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기
반으로 한 신교통수단의 보급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PRT 차량의 전력공급 시
스템의 설계, 에너지 소모량 및 장치의 성능 해석과 하드웨어 제작 및 시험에 이르는 일련의 개발과정에 대해서 논한
다. 그 결과, 테스트베드에서의 전력공급 모듈의 시험평가 결과가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수요응답형 순환교통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시뮬레이터, 무선급전, 레귤레이터, DC-DC 컨버터

Abstract  Recently, the traditional paradigm in railroad technology is changing as more efficient and cost- 
effective electric vehicle (EV) technologies have emerged. The original concept of PRT (Personal Rapid Transit) 
proposed in the past has come to be regarded as unrealistic, but its feasibility is improving through the 
utilization of an EV platform. In particular, battery-powered vehicles pose difficult technical challenges in 
attempts to achieve reliable and efficient operation. However, based on the inductive power transfer (IPT) 
technology, the fast charging of supercapacitors with high energy density can contribute to overcoming this 
technical challenge and promote the transition to electric-powered ground transportation by improving the 
appearance of cities. This study discuss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power supply system for PRT, 
including concept design, numerical analysis, and device manufacturing, along with performance predictions and 
evaluations. In terms of results, the system was found to meet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power supply 
modules on a test-bed.

Key Words : PRT(Personal Rapid Transit), Energy System Simulator, Wireless Power Supply, Regulator, 
DC-D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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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요응답형 순환교통(PRT: Personal Rapid Transit) 

시스템은 다수의 루 (Loop)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로 구

성된 노선 상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최  경로에 의

해 목 지까지 무정차로 센터의 통제를 받아 무인으로 

운 되는 미래형 신교통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1]. 특

히, PRT 시스템은 교통 혼잡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에 

의해 구동됨에 따라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에

지 소모량도 어서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많은 

심을 받고 있다[2]. 이에 따라 용 환경에 따른 PRT 시

스템의 개념  도출과 실제 개발을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국내에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으로 한국형 PRT 시스템이 2012년부터 개발되고 있다. 

한국형 PRT 시스템에는 고 인 PRT의 개념인 네트

워크 노선·제어/무정차/무인운  기능 등은 동일하게 

용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용 환경에 따른 수직운행  

기자동차 기반의 차량 랫폼·간격제어 기술 등은 차

별화된 기술  특징으로 구 되었다.

재,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시스템 랫폼

(Platform)이 제안되어 시작(Prototype) 시스템이 제작 

이며, 인 라(Infrastructure)를 포함한 체 시스템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연구원 내 구 하여 개념검증 

 시험평가를 수행할 정이다. 연구원 내 테스트베드

는 [Fig. 1(a)]과 같이 총연장 670m의 길이로, 3개의 루

와 가상(Virtual) 정류장 4개  시연용 정류장 1개로 구

성되어 있다. 차량의 주행 성능을 평가하기 해 최소곡

선반경 6m  33‰ 구배의 노선이 구축되었으며, 노선상

에는 수직이송  무선  개념의 구  가능성을 검증

하기 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3].

PRT와 같은 기구동 교통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안정 인 운 을 한 력공  인 라 구축, 

기술 표 화  일 된 정책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이와 련하여 기술 으로는 차량 내 에 지 공  시

스템의 효율 향상  충 /공  인 라의 효율 인 운  

기술과 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5,6]. 무선

(Wireless power supply)[7]은 정거장에서 승객의 승하

차 시의 짧은 시간 동안 속으로 이루어지며, 미 상 외

부에 돌출되는 시설이나 장치가 없다는 장 이 있다. 최

근 들어, 무선 의 효율을 높이고 실용성을 높이기 

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8,9,10,11,12]. 한국형 

PRT 차량은 슈퍼커패시터(LIC: Lithium-Ion Capacitor)

를 주 에 지원으로 사용하며, 정거장 정차 시에 무선

 방법에 의해 충 되고 주행 시에 에 지가 소모된다. 

특히, 슈퍼커패시터는 일반 으로 고출력을 얻을 수 있

지만 에 지 도가 낮은 단 이 있다. 하지만 PRT와 같

이 지  간(Point to Point) 단거리 수송을 목 으로 하는 

차량의 경우 정거장에서의 무선 을 통한 속 충 을 

통하여 이러한 단 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시스

템을 설계할 시 노선의 특성(총 연장거리  정거장 수 

등)에 따라 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단하고, 그 결과

를 시스템 설계에 반 하는 과정은 차량을 제작하는 과

정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 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T 차량의 에 지 시스템을 가상의 시

험 노선(즉, [Fig. 1]) 환경에서의 운 이 합한지를 평

가할 목 으로 제작된 에 지 시뮬 이터의 개발  실

제 차량에 용하기 한 무선 력공  시스템의 설계 

 하드웨어 제작/평가에 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a)

(b)

[Fig. 1] PRT network for energy system simulation: 
(a) Network design for test-bed-driven 
assessment (b) Screenshot of the simulator 
for the 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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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T 차량의 무선급전시스템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RT 차량은 정거장 정

차 시 무선  방법을 통해서 공 된 에 지가 에 지 

장 장치(슈퍼커패시터)에 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10kW 으로 지상 선으로부터 기를 

수집하는 픽업(Pick-up)장치와 차량 내 력 변환/공

을 한 귤 이터(Regulator), DC-DC 컨버터

(Converter)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픽업코일 장치는 

차량 하부 앙에 설치된다. 선로 상에는 별도의 집 을 

한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으며, 차량의 유도 력 발생

을 한 이블이 노면 아래에 매설된다. 차량이 정거장

에 정차할 때, 유도 력 공 방식(Inductive power 

supply method)에 따라 에 지 장장치(LIC)로 일정 

력 충  모드(Constant power supply mode)에 의해서 

에 지가 속(2분 이내) 충 되며, 차량은 추진  각종 

서비스 기기에 요구되는 에 지를 소모하면서 주행한다. 

이와 더불어, 차량의 제동 시 발생하는 회생에 지는 회

생 력으로 변환되어 에 지 장장치에 재충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Fig. 2]는 무선  시스템의 구성  에

지 흐름도를 나타낸다.

[Fig. 2] Power supply concept for PRT

2.1 에너지 시뮬레이터 개발

에 지 시뮬 이터(Energy simulator)는 주어진 운행 

노선 조건에 해 에 지 공  시스템의 구  가능성  

용성을 평가할 목 으로 제작되었다. 표 인 기 

구동 교통시스템인 철도(특히, 동차)의 경우 이와 련

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3]. 정확한 측을 해

서는 승객 수요 통계, 운행 패턴  차량의 모든 에 지

원 수요에 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발 

과정에서의 제한 인 정보 여건에 따라 측되는 운행 

수요에 해서 차량의 추진에 필요한 에 지 소요만 고

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주행 시 소모되는 에 지는 추진에 한 항과 속도

를 곱하여 얻어진다. 추진 항(RT)은 주행 항(Rr), 가속

항(Ra)  구배 항(Rg)을 고려하여 (eq. 1)과 같이 계

산된다. 주행 항은 일반 인 승용차의 기 식[14]에 

PRT 차량의 하   단면 을 고려하여 유도된다.

   (eq. 1)

여기서,

   ×× ××


  ×

  ≃

최종 으로 추진  제동 시 소모 혹은 장되는 에

지양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eq. 2)

여기서, P가 양수인 경우 에 지가 소모됨을 의미하며 

유효 동력(Peff)은 추진 효율(Teff)을 곱해서 얻어진다. 반

면에 P가 음수인 경우 장되는 회생 력(Pregen)은 제동 

효율(Beff)로 나  값으로 계산된다.

 ×             (eq. 3)

 


            (eq. 4)

차량이 소모하는 에 지(Eused)는 유효 동력과 시간의 

곱으로 결정되며, 그에 따른 에 지 감소량은 압의 변

화(Vi→V)로 나타난다.

  ×∆  

   (eq. 5)

시뮬 이션이 수행되면, [Fig. 3]에 보이는 알고리즘과 

같이 우선 차량의 기에 지 상태 모니터링, 충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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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치(Station_Operation)가 수행되고 승객의 호출 

명령(Passenger_Operation)이 하달되면 설계된 경로

(Track_Operation)를 따라 차량이 운행(Car_Operation)

되며 각 시간 단 로 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차량의 에

지 상태를 계산한다.

[Fig. 3] Algorithm for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simulator

2.2 무선급전 시스템 설계 및 하드웨어 구현

2.2.1 차량 무선 집전장치

픽업장치는 차량 하부에 부착되어 지상에 설치된 

선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을 받아 유기 기 력

(Electromagnetic induction electromotive force)을 생성

하여 차량에 력을 공 하는 장치이다. 페라이트

(Ferrite) 코어, 이블, 그리고 커패시터(Capacitor)로 구

성되며 10kW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픽업장

치의 사양은 <Table 1>과 같으며 회로도는 [Fig. 4]에 나

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pick-up coil
Items Specifications Note

 Output Voltage  500Vrms ±10%
1ch. Type

 Output Current  20Arms ±10%

 Output Capacity  10kW -

 Output Frequency  20Khz -

 Insulation Voltage  more than  3kV -

 Insulation Resistance  more than 10MΩ -

[Fig. 4] Schematic circuit layout of the pick-up 
device

2.2.2 레귤레이터(Primary buck converter)

PRT 차량에는 픽업 코일로부터 공 된 력을 차량

의 에 지 장 장치에 안정되게 공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해 벅 컨버터(Buck converter) 토폴로

지(Topology) 기반의 귤 이터(Regulator)를 개발하

다. 출력은 10kW이며 입력 사양은 선로  픽업 사

양에 종속되는 입력 압을 가진다. 비교  높은 입력 

압 사양 비 에 지 장장치와 차량 부하 측의 압이 

낮은 특성을 가진다. 한, 컨버터 출력인 2차 측의 과

압을 일시 으로 해소할 수 있는 DBR(Dynamic Braker 

Resistor) 회로를 고려하 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regulator
Items Specifications

 Electrical

 Parameters

 - Power rated: 10kW

 - Input voltage: 450∼550Vdc

 - Input current: 20A  @ 10kW

 - Output voltage: 130∼138 Vdc

 - Output current: 80A @ 10kW

 Mechanical

 Parameters

 - Dimension: 500(L)×400(W)×300(H) mm

 - Material: AL(70xx)

 - Operating Temperature: -20∼100℃

 - Operating Humidity: ∼50%

 - Cooling Strategy: Natural air cooling

 - Weight: ∼19Kg

<Table 2>는 귤 이터의 설계 사양을 나타낸다.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스 칭 소자)

의 압  류사양은 1.2kV, 200A이다. 내부에 포함된 

기생 다이오드는 환류(Freewheeling) 다이오드로 활용된

다. 커패시터(용량: 약 10mF)는 압의 리  안정성을 확

보하기 한 소자이며, 체 을 고려하여 PCB용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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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연결하여 용하 다. 한, 귤 이터 입력 측에 유

입되는 과 류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하여 퓨즈

(Fuse)를 사용하 다.

이와 더불어, 입력 과 류에 해서 시스템을 보호하

기 한 빠른 제어 성능을 해 마이크로스 치를 설치

하 고, 이는 퓨즈 융단 시 마이크로 스 치가 연동되어 

제어기에 해당 신호를 알려주게 된다. 류 센서는 귤

이터 입/출력 간에 치하여 류 값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  단속한다. 한, IGBT 스 칭 시의 기  과도

상태의 안정성을 한 스 버(Snubber) 커패시터(무극

성, 1uF), 출력단의 신호 필터(즉, LC Filter)를 한 인덕

터(10kW, 500uH), 출력단으로의 역 류(Inverse 

current)를 차단하기 한 블로킹(Blocking) 다이오드(순

방향 류 220A에 역 압 차단은 2.0kV까지 가능)  슈

퍼커패시터의 충/방 을 효과 으로 단속하기 한 력

용 릴 이(Relay)가 사용되었다. 릴 이는 정격 150A까

지 연속 으로 흘릴 수 있는 용량을 가지며 을 동작

시키는 솔 노이드 여자 코일(Solenoid excitation coil)의 

입력 압 사양은 22∼28Vdc이다. 기계식 으로 인해 

장수명 특성을 갖는데, 10만 번 On/Off 사이클 수명을 가

진다.

그 외, 귤 이터 스 칭(Switching) 소자의 과온도 

는 열화를 방지하기 한 보호용 자동온도조

(Thermal stat) 장치가 사용되었다. 내부에 물리 으로 

연결된 스 치구조를 가지며, 85℃에서 해당 소자 내 스

치 이 개방된다. 이때, 제어기는 해당 신호를 받아 

과온도를 인지하고 시스템 보호 차를 수행하게 된다. 

정류된 압의 리 (Ripple)을 최소화하기 하여 입력 

커패시터 뱅크(Banks)로 2차 필터링을 하게 된다. 해당 

직류 력은 과 류로 인한 시스템 손상을 막기 한 퓨

즈와 류 센서 그리고 압 센서를 통해 벅(Buck) 스

치에 인가된다. 입력 압이 설계 벨에서 정의된 압 

값 임계치 이상 도달 시 제어기는 제어를 시작하게 되고, 

출력에 정 압을 제공하기 한 목표 압 값을 연속

으로 확인하며 제어한다.

2차 측에는 압  류 리 을 이고 류 연속모

드를 유지하기 해서 LC 필터가 용되었다. 그리고 출

력 측에는 입력과 동일하게 출력 압과 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귤 이터 최종 

단에는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역방향 력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블로킹 다이오드가 설치되었다. 

귤 이터의 최종 단에는 슈퍼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

되어 있으며, 슈퍼커패시터의 입/출력 측에는 슈퍼커패

시터의 과충/과방 을 방지하기 하여 력용 릴 이가 

설치되었으며, 슈퍼커패시터 측에 유기된 과 압을 일시

으로 제한/제어하기 한 DBR 회로도 구성되어 있다.

[Fig. 5] Schematic circuit layout of the regulator

[Fig. 5]는 벅 컨버터 퍼(Chopper) 토폴로지를 나타

내며, 무선 력을 받아 600Vdc 벨의 직류 압으로 정

류하여 입력 측에 공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의 상단 부

분은 력 회로이며 하단은 출력 압을 피드백

(Feedback) 받아 135Vdc의 정 압(Constant voltage)으

로 제어하기 한 PI 제어 루 (Proportional Integral 

control loop) 로직(Logic)을 나타낸다.

2.2.3 부하 전원공급장치(DC-DC컨버터)

가. 벅 컨버터(Secondary buck converter)

차량에는 귤 이터로부터 공 된 력을 차량의 각 

부하 장치에 맞게 안정되게 공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하다. 이에 모터를 비롯한 액추에이터(Actuator), 능동소

자, 등화기기 등 서로 다른 원과 차량 상태  차량 기

동 조건에 따라 부하가 격히 가변되는 특성에 응하

고 안정 으로 력을 공 할 수 있는 DC-DC 컨버터가 

추가로 설계/제작되었다. 높은 입력 압 비 출력(부

하) 측에 사용되는 압이 낮으므로 감압(Step down) 컨

버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를 하 고 차량 부수 장

치  제어기 원에 용되는 차량 원(24Vdc)에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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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circuit layout of the full 
bridge converter

을 공 하는 컨버터에는 감압 기능과 함께 입력 원과 

연(Insulation)이 보장되는 연형 컨버터를 채택하여 

제작하 다. 컨버터는 차량 기동, 정차,  구간, 비정

상 정지 조건에 따른 다양한 운   보호기능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었다. 제어와 함께 스 칭 시 IGBT의 과도상

태(Transient state)에 한 압, 류의 과도 상태를 감

쇠하기 한 스 버 커패시터 소자와 더불어 감압된 컨

버터 출력 측의 류 변동률을 최소화하고 스 칭에 

한 류 연속모드 운 을 확보하기 해 인덕터 소자를 

회로에 병렬로 연결하 다.

한, 스 칭 소자의 발열에 한 과온도 보호를 해 

자동온도조 기반의 스 치 소자가 포함되었다. 정상 차

단 스 치로 온도 임계치 85℃를 상회하면 스 치가 떨

어지며 해당 신호를 제어기에 보내 다. 그 외, 출력 측에 

인덕터와 함께 압 변동률을 최소화하기 한 커패시터 

뱅크, 컨버터 입출력 간에 류 값을 측정 할 수 있는 

류 센서, 컨버터의 감압 제어를 유도하는 스 칭 소자  

과 류로부터 컨버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입력 측 

퓨즈가 사용되었다.

[Fig. 6] Schematic circuit layout of the secondary 
buck converter

력 회로에는 입/출력 압과 류를 계측하기 한 

센서와 과 류 보호용 입력 측 퓨즈, 감압 스 치, 스 치

가 단락될 때 순환 류를 한 환류 다이오드(Diode), 그

리고 15kHz 스 칭 주 수와 5kW 정격 사양에 맞추어 

류 연속모드를 유지하는 인덕터와 출력 압 변동을 억제

하기 한 커패시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부하의 

변한 상황에 히 응하기 한 더미(Dummy) 항

이 출력단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Fig. 6]은 벅 컨버터 쵸퍼(Chopper) 토폴로지를 나타

내며, 슈퍼커패시터로부터 82∼135Vdc 벨의 압을 수

 받아 80Vdc 벨의 직류 압으로 감압하여 출력 측

에 공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의 상단 부분은 력 

회로이며, 하단은 출력 압을 피드백 받아 PI 제어 루

를 이용하여 차량의 MCU(Motor Control Unit)에 모터 

구동 압 벨인 80Vdc로 정 압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한 로직을 나타낸다.

나. 풀 리지 컨버터(Full bridge converter)

풀 리지 컨버터는 출력 27Vdc의 정 압 압으로 

력을 공 하기 한 장치이며, 차량의 샤시(Chassis)와 

지되어 사용되며 사양이 높은 연형 컨버터를 이용하

여 설계하 다. 입력 압 범 는 벅 컨버터와 같으며, 출

력 압은 1V 이내의 리 을 포함한 27Vdc이다. 그리고 

MOSFET(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 스 칭 소자를 고속으로 제어하고 스 칭 손

실을 이기 해 캐리어 주 수를 100kHz로 설정하

다. 한, 커패시터(용량: 약 10mF)를 사용하여 압 리

을 최소화했으며, 체 을 고려하여 PCB용으로 직렬 

연결하여 용하 다. 그 외, 벅 컨버터와 동일하게 과

류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기 한 퓨즈  류 센서, 연

과 함께 감압을 유도하는 트랜스포머  출력단의 정류

를 한 다이오드 등이 사용되었다.

[Fig. 7]은 연형 풀 리지 컨버터의 토폴로지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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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mulation results to demonstrate the 
energy status of an individual vehicle

타내며, 슈퍼커패시터로부터 82∼135Vdc의 압을 공

받아 27Vdc의 직류 압으로 감압하여 부하 측에 공 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의 상단 부분은 력 회로를 나

타내며, 하단은 출력 압의 피드백을 통한 27Vdc로의 

정 압 제어를 한 PI 제어 로직을 나타낸다.

3.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

3.1 GUI기반 에너지 시뮬레이터

앞 에서 언 된 에 지 시뮬 이터 알고리즘을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으로 구 하기 하여 

Java 로그래  언어(JDK: Java Development Kit)를 

활용하 다. 로그램의 실행 기에 사용자가 기본 자

료( : 차량의 외형 치수, 량, 커패시터 용량, 추진 효율 

등)를 직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후 로그램을 

기동(Run)하면 최종 으로는 시뮬 이션 시간 동안의 

차량별 에 지 소모량  잔량 등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

다. [Fig. 8]은 Eclipse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시뮬 이

터를 구동하 을 때 정거장 내 차량의 배치 상태  개별 

차량의 에 지 상태를 나타낸다. 본 시뮬 이터는 다양

한 형태의 에 지 장 장치 조합이나 차량의 에 지 소

모량과 련된 변수의 변화와 같이 차량의 성능과 련

된 부분에 한 해석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그 

외 PRT 차량 시스템의 상용화를 한 노선 계획이나 요

구 수요에 따른 차량 공 량을 측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3.2 하드웨어 해석, 제작 및 평가

3.2.1 시뮬레이션 결과

귤 이터 내 벅 컨버터는 슈퍼커패시터의 매우 작

은 내부 임피던스(Impedance) 특성을 고려하여 정 류/

정 압 제어가 순차 으로 동작 구 되도록 설계되었다. 

정격출력 10kW에 해 부하로는 1.8Ω 항을 사용하

다. Fig. 9의 첫 번째 그래 는 인덕터(Inductor) 류와 

출력 류를 나타내며, 출력 류는 붉은색이고 인덕터 

류는 록색이다. 인덕터 류는 목표 범  내에서 정

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고, 출력 리 (Ripple)량은 부

하 값의 ± 1.5A 이내에서 수렴함을 확인하 다.

[Fig. 9] Simulated waveform indicating the 
performance of the regulator(primary 
buck converter)

[Fig. 9]의 두 번째 그래 는 입력 압 비 출력 압 

형을 나타내는데 입력 압은 란색이고 출력 압은 

붉은색이다. 목표 압값인 135Vdc로 리 이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그래 는 15kHz 캐리어(Carrier) 

주 수 기반의 시비율(Duty ratio)을 나타내며, 25% 범  

이내에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은 DC-DC 컨버터 내 벅 컨버터(Secondary 

buck converter)  풀 리지 컨버터(Full bridge 

converter)의 성능 시뮬 이션 형을 각각 나타낸다. 주

변 기기에 원을 공 하기 해 귤 이터의 출력 압

(135Vdc)을 80Vdc  27Vdc로 강압하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으며, [Fig. 10]의 결과를 통해서 리  정도(± 

1.5A 이내)나 시비율 값(25% 범  이내)에서 기  설계 

성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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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Simulated waveform indicating the 
performance of (a) the secondary buck 
converter and (b) full bridge converter

3.2.2 하드웨어 제작 및 시험 결과

픽업장치의 시험은 인버터(Inverter)를 이용하여 

류를 흘린 상태에서 2차 측 부하로 능동 부하(Active 

load)를 이용하여 출력을 확인하 으며, 이때 공극과 주

수는 각각 15.5cm와 20kHz이다. [Fig. 11]은 실질 으

로 개념을 구 하여 평가하기 해 제작된 픽업 코일  

력변환 장치를 각각 나타내며, <Table 3>은 집 장치

의 출력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a)                           (b)

[Fig. 11] PRT power supply modules: (a) Pick-up 
coil, (b) Regulator and DC-DC converter

<Table 3> Performance test results of the 
pick-up coil

Current of 

Power Lines

[Aac]

Output

Current

[Adc]

Output

Voltage

[Vdc]

Output

Power

[kW]

270 5 511 2.5

- 10 500 5

- 15 490 7.3

- 20 477 9.6

275 20 490 9.7

295 20 524 10.4

<Table 4> Performance test results of the buck 
converter

Input

Current

[Aac]

Output

Current

[Adc]

Output

Voltage

[Vdc]

Output

Power

[kW]

270 10 125 1.2

- 15 130 1.9

- 30 132 3.9

- 50 131 6.55

275 60 133 7.98

295 70 134 9.38

<Table 4>에 요약된 벅 컨버터의 성능 시험 결과는 

무선  시스템용 인버터를 이용하여  류를 흘

리고 능동 부하를 2차 측 부하로 이용하여 출력을 확인하

으며, 10kW의 부하  15kHz의 스 칭 주 수를 활용

하 다. 순차 으로 출력 부하 값을 변동하여 측정하

으며, 최종 으로 10kW의 출력값을 획득하 다. 10kW

 픽업은 정해진 정격 사양 비 테스트에서 히 사

양 값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공 압 500±Vdc에서 

안정된 정격 력을 확인하 다.

[Fig. 12]는 5kW 출력 시 형을 도시한 것으로 노란 

형은 입력 압(약 482Vdc)이며, 붉은색 형은 출력

압을 나타낸다. 목표 압인 135Vdc 보다 다소 낮게 설정

하 지만, 테스트 시 설정한 130Vdc에 추종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출력 압 리 은 1Vdc 이내로 매우 

안정 임을 확인하 다. 란색 형은 인덕터 단의 

류를 나타내며, 정상 인 삼각 를 만들며 류 연속

모드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설계된 인

덕터의 용량이 히 맞는 것을 동시에 확인하 다. 

록색 형은 벅 스 치의 게이트 형을 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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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시비율 20%의 값을 만족하며, 반복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Fig. 12] Performance measurements of the full bridge 
converter under active load conditions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PRT 차량의 에 지 공  시스

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설계의 성  성능

의 사  평가를 한 에 지 시뮬 이터의 개발, 실제 차

량에 용하기 한 무선 력공  시스템의 설계, 성능 

해석  하드웨어 제작/평가에 해서 기술하 다. 특히, 

에 지 시뮬 이터의 설계 시 PRT 차량의 에 지 시스

템 구성 특성(무선 과 울트라커패시터의 결합), 운행 

특성  차량의 설계 데이터(차량의 크기  량 등)를 

반 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가상의 시험 노선에서

의 시뮬 이션을 통해서 소 트웨어의 운  가능성을 확

인하 으며, 이를 통해서 추후 시범 노선에 한 용을 

추진할 정이다.

한, 벅 컨버터  연형 풀 리지 컨버터 기반 토

폴로지를 토 로 PRT 차량에 무선 력 공  방식을 실

제로 용하기 하여 시뮬 이션과 H/W, S/W를 제작

하여 능동부하를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체 용

량은 10kW 으로 각 세부장치가 정해진 정격 사양 비 

시험에서 목표사양 값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공

압 500±Vdc에서 안정된 정격 력을 확인하 다. 추

후 실제 차량에 용한 상태에서 에 지 장장치  테

스트베드 내 충  인 라와 연동하여 종합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title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On-demand 

Circulator Transit System (PRT),” from R&D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of the Korean government.

REFERENCES

[1] J.H. Irving, H. Bernstein, C.L. Olson, and J. Buyan, 

Fundamentals of Personal Rapid Transit, D.C. 

Health and Company, Lexington M.A., 1979.

[2] G. Tegnér and E.I. Angelov, Financing Transit 

Usage with Podcars in 59 Swedish Cities, 

Automated People Movers 2009, pp. 257-296, 2009.

[3] R.-G. Jeong, J.-Y. Mok, S.-W. Kang, J.-H. Um, and 

B.-H. Kim, PRT(Personal Rapid Transit) System,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 July 2-5, 2014.

[4] C.-K. Park, D.-Y. Choi, and H.-J. Kim, Analysis of 

the Impact of Smart Grids on Managing EVs’ 

Electrical Load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1, pp. 767-774, 2013.

[5] C. Zheng, Y.-I. Park, W. Lim, and S.W. Cha, A 

Study on Battery SOC Estimation by Regenerative 

Braking in Electric Vehicles, Transactions of 

KSAE, Vol. 20, No. 1, pp. 119-123, 2012.

[6] K. Kim, C.S. Song, G. Byeon, H. Jung, H. Kim, and 

G. Jang, Power Demand and Total Harmonic 

Distortion Analysis for an EV Charging Station 

Concept Utilizing a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J. Electr. Eng. Technol., Vol. 8, No. 5, pp. 

1234-1242, 2013.

[7] B.-H. Kim, R.-G. Jeong, S.-G. Chung, and S.-W. 

Kang, A Development of the Electric Power Supply 

System for PRT Vehicle, The Transactions of the 

KIEE, Vol. 62, No. 2, pp. 196-200, 2013.

[8] S.-M. Kim, I.-G. Cho, and J.-I. Moon, 

Implementation of 1.7MHz, 25W Wireless Power 



PRT 차량의 무선급전 시스템 설계 및 구현

29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Nov; 12(11): 289-298

Transmission(WPT) System using Coupled 

Magnetic Resonance, Journal of IKEEE, Vol. 17, No. 

3, pp. 317-323, 2013.

[9] J.-R. Yang, J. Kim, and Y.-J. Park, Class E Power 

Amplifiers using High-Q Inductors for Loosely 

Coupled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J. Electr. 

Eng. Technol., Vol. 9, No. 2, pp. 569-575, 2014.

[10] D.-S. Lee, D.-N. Lim, and S.-J. Jeon,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Insensitive to Pickup’s 

Posture, The Transactions of the KIEE, Vol. 63, No. 

7, pp. 910-915, 2014.

[11] Y.S. Cho, J.H. Park, Y.S. Nam, and S. Choi, 

Miniaturization of Inductive Resonator for 

Implementation of Wireless Power Transfer 

Technology using Resonant Inductive Coupling,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8, pp. 

1798-1804, 2014.

[12] S.-H. Lee, H.-M. Kim, H.-J. Kim, and S.-W. Kim, 

Wireless Power Transmission using Electromagnetic 

Inductive Coupling and LC Resonant, The 

Transactions of the KIEE, Vol. 62, No. 3, pp. 

349-354, 2013.

[13] K. Kim, K. Lee, and S. An, An Analysis about 

Consumed Energy of Electric Multiple Unit Used 

TCMS Data on the Condition of Safety Driving, J. 

Korean Soc. Saf., Vol. 27, No. 6, pp. 31-42, 2012.

[14] K.K. Jain and R.B. Asthana, Automobile 

Engineering,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Ltd., New Delhi, 2002.

강 석 원(Kang, Seok-Won)
․2012년 5월 : 미국 Texas A&M 

University at College Station 기계

공학과 (공학박사)

․2007년 1월 ～ 2008년 7월 : 르노삼

성자동차 앙연구소 사원

․2012년 5월 ～ 재 :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선임연구원

․ 심분야 : N/MEMS, 마이크로 열

달

․E-Mail: swkang@krri.re.kr

정 락 교(Jeong, Rag-Gyo)
․2005년 2월 : 인하 학교 기공학

과 (공학박사)

․1990년 12월 ～ 1994년 12월 : 한진

공업 사원

․1995년 1월 ～ 재 :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책임연구원

․ 심분야 : 기 자, 열차제어

․E-Mail: rgjeong@krri.re.kr

변 윤 섭(Byun, Yeun-Sub)

․2012년 2월 : 충북 학교 자공학과 

(공학박사)

․1996년 12월 ～ 재 :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선임연구원

․ 심분야 : 기 자, 차량제어

․E-Mail: ysbyun@krri.re.kr

엄 주 환(Um, Ju-Hwan)
․2010년 2월 : 서울과학기술 학교 철

도 문 학원 (공학박사)

․1996년 8월 ～ 1997년 12월 : 한국고

속철도건설공단 주임연구원

․1997년 12월 ～ 재 :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선임연구원

․ 심분야 : 궤도토목

․E-Mail: jhum@krri.re.kr

김 백 현(Kim, Baek-Hyun)
․2003년 2월 : 인하 학교 자공학과 

(공학박사)

․2003년 3월 ～ 재 :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선임연구원

․ 심분야 : 자통신, 열차제어

․E-Mail: bhkim@kr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