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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design of the communication based evaluation 

simula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operational control algorithm for PRT(Personal 

Rapid Transit) system which has very short headway and requires accurate speed 

control of the vehicles to avoid the impact between the vehicles. The evaluation 

simulator is composed of central control system, vehicle control system,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AP for wireless communication, and monitoring 

system. For the mobile characteristics of the PRT vehicles wireless communication is 

employed for the transmission of the control and status information between the 

central control system and the vehicle control system. By using simple test 

operational control algorith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evaluation simulator is 

shown.

--------------------------------------------------------------------------

1.  서  론

개인고소이동(PRT) 시스템은 기존의 열차시스템과는 달리 승객의 요구에 응해서 차량을 운

행하는 방식이며 시스템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무정차 운전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영국의 Ultra 시스템이 

2009년 봄에 상용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도 상용화 사업을 

시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 있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매우 짧은 차간 간격을 요구하면서 차량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확한 

속도제어를 필요로 하는 개인 고속 이동 시스템의 운행제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통신기반 

차량제어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다룬다. 

개인고속이동시스템의 운행제어 장치는 기존의 열차제어 시스템인 ATC(Automatic Train 

Control: 자동열차제어),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자동열차보호),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자동열차운전), ATS(Automatic Train Supervision: 자동열차관리) 등과는 

다른 구성을 갖고 있다, 기존의 열차제어 시스템은 열차의 위치를 검지하기 위해서 궤도회

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고속이동 시스템의 경우에는 궤도회로 대신에 네트워크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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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가이드웨이 상에서 차량의 운행이 이루어 지고 출발지점에서 목적지 까지 무정차 운행

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열차 제어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차량제어 방식이 적용되

어야 한다.

개인고속이동 시스템은 지상설비와 차상설비간의 신호 정보 전송을 위해서 기존의 열차제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궤도 레일을 매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통신 시스템과 같은 특

정의 정보 전송용 통신시스템을 채용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기술적 신뢰도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무선통신을 이용한 정보 전송방식을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기초해서 무선통신 기반 PRT 차량제어용 검증시스템의 하드

웨어 구성 개요 및 가상의 test 운용 시나리오를 이용한 제안된 검증 시스템의 효용성을 보

인다. 

2.  가상의 차량제어 시나리오

표 1과 그림 1은 가상의 차량제어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표 1은 가상의 3km 거리를 14단

계의 속도 천이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구간에 최종 도달속도(구간내의 제한속도)를 부

여하고 차량이 각 구간 내에서 제한속도에 도달하도록 제어하는 정상상태 모드에 대한 차량

제어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그림 1 는 선두차량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상 정지 했을 경우 

후미차량이 선두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지하는 비

산정지 모드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Table 1. Speed transitions

3.  가상의 차량제어 시나리오

그림 2 은 PRT 차량 운행제어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준다. 검증 시

Speed 

transition

Distance 

/step

Total 

distance

Initial 

speed

Final

speed

1 100 m 0 kmh 40kmh

2 150 m 250 m 40 kmh 40 kmh

3 150 m 400 m 40 kmh 30 kmh

4 360 m 760 m 30 kmh 30 kmh

5 240 m 1000 m 30 kmh 60 kmh

6 500 m 1500 m 60 kmh 60 kmh

7 100 m 1600 m 60 kmh 40 kmh

8 160 m 1760 m 40 kmh 40 kmh

9 140 m 1900 m 40 kmh 30 kmh

10 360 m 2260 m 30 kmh 30 kmh

11 240 m 2500 m 30 kmh 60 kmh

12 200 m 2700 m 60 kmh 60 kmh

13 200 m 2900 m 60 kmh 30 kmh

14 100 m 3000 m 30 kmh 0 kmh
그림 1. 비상정지 모드



스템은 중앙제어장치, 모의 지상 설비, 다수의 차량들로 구성된다. 중앙제어장치는 선로변 

장치와 차량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의 제어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생성하고 

유무선 통신 설비를 통해서 차량에 전송된다. 차량은 중앙제어 장치에서 전송된 차량제어 

정보에 기초해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차량속도 패턴을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차량

의 상태정보를 중앙제어장치에 전송함으로서 중앙제어장치가 차량의 제어에 필요한 제어정

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상설비는 중앙제어장치 및 차량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시

하고 시스템 오동작 및 고장상태 유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차량과 중앙제어 장치 간에

는 차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선 통신방식에 의해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진다.

그림 2. 운행제어 알고리즘 검증 장치 구성도

그림 3. Graphic User Interface



그림 3 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들의 이동 상태를 중앙에서 감시할 수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에는 4개 차량의 이동 상태를 보

여주고 있으며 하단부의 상태 정보 창에는 현재 이동 중인 차량의 속도, 위치, 문 개폐 상

태 등과 같은 차량의 상태정보를 현시한다.

4. Simulations

그림 4 - 6은 제안된 차량제어 검증장치에 의한 모의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는 정상

상태 모드에 대한 모의시험 결과이다. 이 그림에서 앞 절에서 설명된 14단계의 차량 속도제

어 시나리오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제안된 장치가 차량제어 시나리오 검증을 위한 검증 tool

로서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와 6은 비상정지 모드에 대한 차량제어 시

나리오의 모의시험 결과 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약 1.5km 지점에서 선행차량이 비상

정지 한다. 이후 후미 차량은 선행 차량의 비상정지를 인식하고 정상상태 모드의 속도제어 

루틴에서 비상정지 루틴으로 전환되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가 유지되는 지점까지 속도를 

서서히 늦추고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지점에서 정지하게 된다. 이는 역시 앞 절에서 언급된 

비상정지 운영 시나리오와 같은 것이며 설계된 시나리오가 검증 장치를 통해서 잘 구현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Calculation results for the normal mode

그림. 5 Calculation results for the emergency mode 



Fig. 6 Calculation results for the emergency mode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고속이동(PRT) 시스템의 차량운영제어 검증을 위한 장치의 설계에 대해

서 다루었다. 검증 장치는 차량의 이동성을 고려해서 무선통신기반 정보전송 방식을 채용하

였으며 제안된 검증 장치의 효용성을 보이기 위해서 가상의 정상상태 운영시나리오와 비상

시의 운영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는 제안된 장치에서 설계된 차량제어용 프로세서를 실제의 소형 모의 

차량에 장착해서 차량의 이동성에 따른 무선통신기반 정보전송 및 차량운영 제어 시나리오

의 검증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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