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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ireless low floor tram uses the energy more effectively than other systems with onboard battery system. 

But for this the SOC(state of charge)　management of the battery system is required.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SOC management strategy of battery system for propulsion in wireless low floor tram. For minimizing consumption 

energy, the SOC management strategy that maximizes the regeneration energy is studied. The SOC　operating region 

is divided to overcome the limited life cycle pointed out as a disadvantage of battery system. And the effective 

energy management strategy of tram is suggested through the charge/discharge of the battery system according to 

tram status in catenary/catenary-free section

1. 서론

무가선 상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탄소 녹색성장을 표하는 고 형 교통 수단이다. 

유가선 구간에서는 가선 력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가선이 없는 구간에서는 배터리 력을 이용한 차

량주행이 가능하여 도시미  개선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그리고 100% 

상을 구 하여 교통약자  승객의 편의성 확보가 가능하며, 차량 제동 시 발생하는 회생에 지를 차상에 

장착된 배터리에 장하여 기존의 마찰제동  가선을 통한 회생 력 송부 방식 보다 효율 인 회생에 지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터리시스템의 문제 으로 지 되는 제한된 수명과 배터리 과충  시 발생하는 회

생실효 방지를 하여 략 인 배터리 SOC (State of Charge) 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 

수명 리와 회생에 지 흡수 극 화를 하여 차량 주행상태와 배터리 상태에 따른 SOC 리 략을 개발하

고 이를 시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한다.

2. 본론

2.1 무 가 선  상 트 램  차량제 원  추진시 스 템

 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인 무가선 상트램의 차량 제원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무가선 저상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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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양 비고

량 43 t 공차 조건

차량크기 31.8(L) * 2.45(W) * 3.4(H) -

최  출력 약 360 kW -

배터리 용량 162 kWh
- 량 1.9 t

- E 모듈에 장착

표 1. 무가선 저상트램 시스템사양 

 무가선 상트램은 편성당 5모듈로 구성되며 차량의 정원은 약  200명, 최고속도는 약 70km/h이다. E 

모듈에 장착되는 배터리시스템은 162kWh의 용량으로 약 25km를 주행할 수 있는 에 지 용량이며, 총 

량은 약 1.9ton 이다. 

 무가선 상트램은 차량 추진을 하여 가선과 배터리 력을 이용한다. 가선 구간에서는 역행 시 가

선 력을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시키고, 동시에 배터리를 충 한다. 필요 시, 모터 구동에 필요한 력

을 배터리와 가선에서 동시에 공 하여 가선의 peak 력을 낮추는 기능도 가능하다. 타행 시에는 가선

력을 이용한 배터리 충 이 가능하며, 제동 시에는 차량의 회생에 지를 배터리에 장하여 에 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무가선 구간에서는 역행 시 배터리에 장된 에 지를 사용하여 모터를 구동시킨다. 타행 시에는 추진

모터 구동을 한 력공 은 없으며, 제동 시에는 가선 구간과 같이 회생에 지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 한다.  

구분 역행 시 타행 시 제동 시

가선

구간

무가선

구간

표 2. 무가선 저상트램 추진시스템의 전력흐름 

2.2 배터 리 SOC에  따 른 동작 역  구 분

 일반 철도차량의 경우 차량 제동 시 발생하는 회생에 지를 가선을 통하여 송부하거나 차량 내 항기

를 이용하여 소비하지만 무가선 상트램은 차상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회생에 지를 장하여 효율 인 

에 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터리 SOC가 높을 경우 회생에 지 장이 불가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배터리 SOC를 역별로 구분하여 리하는 략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명 리를 하여 SOC 역  최상 와 최하  역은 사용하지 않

는다. 이때 각 역의 기  SOC를  ,  , 그리고 각 역을 ‘Critical High' 역, 'Critical 

Low' 역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차량의 제동 시에 발생하는 회생에 지를 모두 배터리에 장하기 해

서는 SOC는 항상  에서 차량 주행상태  운행 노선에 따라 발생하는 회생에 지의 양만큼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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둬야 한다. 이를 한  배터리의 목표 SOC,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는 차량 주행상태  운행 노선 등에 따라 발생하는 회생에 지를 추정한 값이며 시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때  이하에서도 회생에 지를 배터리에 100% 장할 수 있으나, 차량 운행 시 

차고지에서 배터리 충 시간을 이기 해서는  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 이다. 따라서 배터리 

충 이 자유로운 가선구간에서는 배터리 SOC는 항상  을 유지하고, 무가선 구간에서는 배터리 

SOC가 
 을 과하지 않도록 리한다. 이때, 유가선 구간에서 

 을 항상 유지하기 해

서는 배터리의 빈번한 충방 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배터리의 수명에 악 향을 미치므로 

 를 기 으로 ‘Normal‘ 역을 정의한다. 그리고 'Critical High' 역과 ’Normal' 역의 사이 역

은 'High' 역, 그리고 ‘Normal' 역과 ’Critical Low‘ 사이 역은 ’Low‘ 역으로 정의한다.

         

구분 Description

Critical High
배터리 수명을 고려한 사용

금지 영역

High
효율적인 회생에너지 흡수가

불가한 영역

Normal
효율적인 회생에너지 흡수가 

가능한 영역

Low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영역

Critical Low
배터리 수명을 고려한 사용

금지 영역

그림 2. 배터리 SOC에 따른 영역구분

2.3  배터 리 SOC  차량 주 행 상 태 에  따 른 SOC 리 략

 효율 인 회생에 지 흡수  배터리 수명 리를 하여 차량의 주행 상태(역행/타행/제동)  SOC에 

따른 배터리 SOC 리 략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선 구간

 - 'Critical High' 역: 배터리 수명 리를 하여 배터리를 강제 으로 방 시킨다. 이를 하여 차량  

의 역행, 는 타행 시에는 배터리 력을 이용하여 추진모터  보조부하에 원을 공 하여 배터리 

SOC를 
 까지 감소시킨다. 제동 시에는 회생에 지  배터리 에 지를 가선을 통하여 송부

하거나 항기를 통하여 소모시켜, 배터리 SOC를  까지 방 시킨다.

 - ‘High’ 역: 차량의 역행, 타행 시에는 회생에 지 장을 하여 추진모터  보조부하 원공 에 

배터리 력을 이용, SOC를 
 까지 방 시킨다. 제동 시에는 회생에 지를 배터리에 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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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차량의 에 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Normal' 역: 배터리의 잦은 충방 은 배터리의 수명을 악화시키므로 차량의 역행, 타행 시에는 배

터리의 충방 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선 력을 이용하여 추진모터  보조부하에 원을 공 하다. 

제동 시에는 회생에 지를  까지 배터리에 장한다.

 - ‘Low' 역: 차량의 역행, 타행 시에는 가선 력을 이용하여 추진모터, 보조부하의 원공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를  까지 충 한다. 제동 시에도 가선 력과 회생에 지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까지 충 한다.

 - 'Critical Low' 역: 배터리의 수명보호를 하여 역행, 타행 시에는 가선 력을 이용, 제동 시에는 

가선 력과 회생에 지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 시킨다. 이때 차량추진  보조부하 원공 은 가

선 력을 이용하여 공 한다.

구분
유가선 구간

역행 시 타행 시 제동 시

Critical

High

배터리 충방 방 방 방

Charge Limit - - -

Power Source - - -

Discharge Limit   

High

배터리 충방 방 방 충

Charge Limit - - 

Power Source - - 회생

Discharge Limit   -

Normal

배터리 충방 - - 충

Charge Limit - - 

Power Source - - 회생

Discharge Limit - - -

Low

배터리 충방 충 충 충

Charge Limit   

Power Source 가선 가선 가선+회생

Discharge Limit - - -

Critical

Low

배터리 충방 충 충 충

Charge Limit   

Power Source 가선 가선 가선+회생

Discharge Limit - - -

표 3. 유가선 구간의 배터리 SOC 관리전략

(2) 무가선 구간

  - 'Critical High' 영역: 무가선 구간에서는 가선을 이용한 차량 구동 및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므로 차

량의 역행, 타행 시에는 배터리 전력을 이용하여 추진모터 및 보조전원 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제

동 시에는 배터리 수명보호를 위하여 저항기를 이용하여 배터리 전력 및 회생에너지를 까지 

소비한다.

 - ‘High’, ‘Normal', 'Low' 영역: 차량의 역행, 타행 시에는 배터리 전력을 사용한다. 이때 배터리 수명보

호를 위하여   영역까지만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고, 제동 시에는 회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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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충전한다.

 - 'Critical Low' 영역: 무가선 구간에서 배터리 SOC가 ‘Critical Low’영역에 진입한 경우는 배터리 보호

를 위하여 배터리 전력사용 및 차량운행을 금지하고 외부전력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한다.

구분
무가선 구간

역행 시 타행 시 제동 시

Critical

High

배터리 충방전 방전 방전 방전

Charge Limit - - -

Power Source - - -

Discharge Limit   

High&

Normal &

Low

배터리 충방전 방전 방전 충전

Charge Limit - - 

Power Source - - 회생

Discharge Limit   -

Critical

Low

배터리 충방전
배터리

사용금지

배터리 

사용금지
충전

Charge Limit - - 

Power Source - - 회생

Discharge Limit - - -

표 4. 무가선구간의 배터리 SOC 관리전략

3 . 시 뮬 이션 결 과

배터리 SOC 리 략을 검증하기 하여 가상노선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실행하 다. 

항목 사양

노선 거리
25km

(가선구간 15km+무가선구간 10km)

정거장 간 거리 500m

정거장 정차시간 20sec

최대 속도 40km

표 5. 가상노선 시나리오

이때 차량에서 사용하는 보조부하는 72kW로 일정하게 가정하 다. 각 정거장에서 정차 시 발생하는 

회생에 지는 약 0.42kWh이며, 체 노선에서의 회생에 지,  는 약 21kWh이다.  와 

 는 각각 90%, 10%로 가정하 으며 시뮬 이션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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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터리 SOC 관리전략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과 같이 기 배터리 SOC가 85%일 경우, 
 는 약 77%이며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는 감소하여  에 가깝게 된다. 기 운행구간(약 2.5km 이  구간)에서는 배터리 SOC가 

‘High‘ 역으로 가선구간이지만 배터리 력을 이용하여 추진모터를 구동시킨다. 그리고 ’Normal‘ 역

에 진입한 구간(약 2.5km ~ 15km 구간)에서는 가선 력을 이용하여 추진모터를 구동시켜 회생에 지

가 100% 배터리에 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기 운행구간(배터리 SOC ’High’ 역)에서 가선

을 이용하여 차량을 추진한다면, 회생에 지를 100% 배터리에 장했을 경우 SOC가  를 과하

여 배터리 수명에 치명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 에 지에 하여 

가선으로 력을 송부하거나 차량 내 항기를 이용하여 회생에 지를 소모했을 경우, 배터리에 장하

는 경우에 비하여 에 지 손실이 큰 것을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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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가선 상트램의 효율 인 회생에 지 사용을 한 배터리 SOC 리 략을 제안하

다. 배터리 SOC를 역별로 구분하여 차량의 회생에 지를 배터리에 100% 장하기 한 목표 SOC

를 제시하 다. 그리고 차량 주행상태와 SOC에 따른 배터리 충방  결정  충방  제한치를 연구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 배터리 SOC의 사용 역  SOC의 략 인 리를 통하여 효

과 인 배터리 수명 리와 제동 시 발생하는 회생에 지의 100% 장으로 무가선 상트램의 에 지효

율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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