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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구간 주행 거리 주행 시간

호남선
(  ~ 송정리)

약 370[km] 약 3시간 21분

앙선
(제천 ~ 원주)

약 268[km] 약 3시간 13분

Abstract - Recently, the growth of electric railway technology 
steadily keep up in the korea, and occupancy rate of electric 
railway system increased as a transportation method so 
energy consumption of railway system is increasing. 
According to this reason, the many studys of energy 
consumption in the railway system are in progress. In this 
context, the TTX(Tilting Train eXpress) needs to measure 
and analyze energy consumption and regenerative energy.
  In this paper, because of driving of TTX in the Ho-Nam 
railroad and Jung-Ang railroad, consumpted and regenerated 
energy are measured. This measured data is classified and 
analyzed as driving mode. 

1. 서    론

  새롭게 개발된 한국형 틸 열차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고려하여 곡선
부에서도 격한 속도 감속 없이 기존 열차 비 약 20∼30%의 속도향
상을 기 할 수 있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신의 고속 동차이다. 틸
열차는 곡선부에서 열차 자체의 틸 시스템으로 곡선부 통과 시 차체

를 기울여 열차의 원심력을 상쇄시켜 열차가 감속 없이 곡선부를 통과
할 수 있는 열차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직선구간이 고 곡선구간
이 많은 지형에서는 상당히 효율 인 열차라고 할 수 있겠다. 최고운행
속도 역시 과거 새마을호의 120[km/h]보다 빠른 180[km/h]로써 속도 향
상을 통한 철도 수송력 증 와 국토균형발 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KTX와 같이 용선로 등의 신선 건설 없이 기존 선
에 투입하여 운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막 한 건설비와 시간 소요 그리고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1,2].
  하지만 기에 지를 이용하는 열차의 증가로 인해 에 지 효율을 증
가시키기 한 여러 가지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효율성 
증 를 한 연구를 해서는 먼  열차의 소비 력을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한다. 특히 틸 열차는 향후 기존의 새마을동차, 디젤 기기 차를 
체할 것으로 상되므로 이러한 연구는 필수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호남선( ∼송정리)과 앙선(제천∼원주) 구간에서 
시험 운행하는 열차내부에서 PT와 로고스키 코일을 이용하여 공 되는 
가선 압과 류량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했다. 측정결과로부터 열차의 
력사용량을 알아보고, 열차의 운행상태를 구분하여 소비  회생 력
을 분석하 다. 한, 이를 통해 회생에 지의 특성을 분석했다.

2. 소비전력 계측 및 분석

  2.1 소비전력 계측

  2.1.1 소비전력 계측 구간
  본 논문에서는 호남선( ∼송정리)과 앙선(제천∼원주)에서의 
TTX운행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력소비를 분석하 다. 이 구
간은 틸 열차의 상용화를 해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앙선과 같은 일반 선로는 틸 열차의 상용화하게 되면 주로 운행될 

구간으로 상되기 때문에 소비 력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 계측 구간

  표 1은 소비 력 분석을 해 계측한 호남선과 앙선의 주행정보를 

나타낸 것이다[3]. 

(a) 호남선

(b) 앙선

<그림 1> 호남선과 중앙선 전압

  그림 1은 호남선과 앙선의 주행구간에서의 압크기를 시간경향으
로 나타낸 그래 이다. 호남선과 앙선 부분 27.5[kV]를 상회하지 않
는 선에서 열차에 압이 공 되고 있었다. 그림 1-(b)에서 일부 특정구
간에서 압이 체 으로 낮은 구간이 존재하지만 열차주행에는 향
을 미치지 않는 범 이다.

  2.1.2 소비전력 계측 위치
  

 

<그림 2> 측정 장비 설치 위치

  틸 열차의 운행  소비와 회생 력을 측정하기 해 앙선과 태백
선 두 개의 운 구간을 선정하고 계측 장비를 설치하 다. 계측 지 은 
열차 운행에 필요한 력을 측정할 수 있는 주회로 시스템에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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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는 소비 력과 회생 력을 측정하기 한 계측 치를 나타냈
다. 토그래 를 통해 공 되는 가선 압을 PT를 통해 측정하고, 열차
에 흐르는 류를 MCB(주회로차단기) 단에서 로고스키 코일을 이용
하여 계측하 다. 이 계측 데이터는 력품질 문계측 장비인 1760 PQ 
Analyzer를 이용하여 기록하고 이 장비를 통해서 역률 한 기록하
다.
 
 2.2 소비전력 분석 결과
  측정 장비를 통해서 측정된 압(실효치)과 류(실효치)그리고 역률
을 통해 PQ Analyzer를 통해 10.24[kHz]의 샘 링 주 수와 0.2  간격
으로 데이터를 장했다. 이 력을 운행상태에 따라 크게 타행, 가속, 
회생제동 으로 구분하 다. 표 2는 각 운행상태별 평균 력값와 운행상
태를 유지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운행상태별 구분

운행 상태 운행 구간
평균 

유효 력[kW]
평균 역률

타   행
호남선 40.87 0.74

앙선 98.16 0.75

가   속
호남선 1,909.18 0.98

앙선 1,397.45 0.98

회생 제동

호남선 -994.32 0.86

앙선 -555.85 0.81

  

  타행 운  시에는 주 동기를 기동하지 않고, 보조 원장치
SIV(Static Inverter)를 통해 차량내 조명설비, 냉난방설비등의 기타 설
비에만 력을 공 하므로 세 운  상태  가장 은 력을 소비한다. 
가속 운  시에는 주 동기의 력공 을 주로하게 됨으로 큰 력을 
소비하게 된다. 특히 가속 운  시에는 평균 역률이 약 0.98 정도를 유
지하게 된다. 회생제동의 경우 체 주행 시간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다. 이는 열차의 제동의 경우 회생 제동보다는 기계 인 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TX 틸 차량 제동시스템은 크게 공기압 
제동( 는 기계식 제동)과 추진장치를 활용한 기제동으로 구성된다[4]. 
기계식 제동은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고 추진장치의 회생제동만을 고
려하 다. 
  표 2에서 타행운 을 통해 소비되는 력과 회생제동을 통해 발생되
는 력을 비교해보면 회생제동이 타행의 5배 이상의 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4는 열차의 틸 열차의 회생 제동시 압과 류의 형을 
나타내고 있다. 회생 제동시에는 압과 류는 약 180°의 상차를 가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가 회생제동을 하게 되면 력을 열차에서 
시스템으로 공 하는 형태가 된다. 그와 더불어 타행이나 가속 상태보
다 심각한 류 형의 왜곡이 발생하 다.  시스템에서는 동차의 
제동  하구배 주행시에 회생제동에 의한 회생 력은 우선 보조 원장
치에서 소모하고, 구간내에 다른 역행하는 동차에서 소모된다. 만
약 변 소 구간내에 역행 차량에 의해서 회생에 지가 부 소비되지 
않으면, 가선 압 상승을 차량에서 검지하여 차량의 제동 항에 의해서 
열로 소비시키게 된다[5].

<그림 3> 회생 제동시 전압, 전류 파형(호남선)

<그림 4> 회생 제동시 전압, 전류 파형(중앙선)

   
  회생제동시 상당한 고조 로 인해 왜곡된 류가 철도계통으로 보내
게 되고 인근의 동차에서 이 력을 이용하게 되면 결과 으로 타
동차와 철도 시스템의 장치들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
공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틸 열차 운행  발생하는 소비 력과 회생 력을 
1760 PQ Analyzer 계측 장비를 통해서 측정하고 분석하 다. 력 계측 
 분석을 해 호남선( ∼송정리)와 앙선(제천∼원주) 구간을 선
정하 다. 이 구간에서 측정된 압과 류를 통해 소비 력을 분석하
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해 운행상태 즉, 타행  가속 운  시 소비하
는 력과 회생 제동 운  시 발생하는 력을 각각 분류하여 비교, 분
석하 다. 
  소비 력 분석 결과 타행운 의 경우 견인 동기를 구동하기 한 
주 력변환 시스템이 아닌 보조 원장치에 의한 력공 만을 하게 되
어 은 력량을 소비하고, 열차가 가속 운 을 하게 되면 역률이 거의 
1에 가깝게 되면서 견인 동기를 구동하기 한 주 력변환 시스템의 
많은 에 지를 공 하므로 타행, 가속, 회생 제동  가장 많은 력을 
소비하게 됨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열차가 회생 제동을 하게 되면 타
행으로 인해 소비되는 력에 비해 짧은 시간동안 상당한 크기의 력
을 발생하여 철도계통으로 역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
를 통해 틸 열차의 소비 력을 분석한 데이터는 향후 틸 열차의 안정
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회생 제동으로 발생하는 회생 에 지의 경우 다른 두 운  상
태에 비해 심각한 고조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력이 철도
계통과 타 기기 차에 력을 공 하게 되면 계통의 력품질 악화와 
타 기기기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회생에 지를 활용
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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