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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degrades modes of high-speed trains are deduced and analyzed by using Systems 
engineering architecture methods for a preceding research of hazard identification and scenarios deduction of 
the KTX. Moreover, Vigilance System of the high-speed trains is analyzed.  
------------------------------------------------------------------------------------

1. 서론

  국내 고속철도산업은 원천기술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고속철도에 대한 시스템적인 이

해가 부족하여 안전성 평가를 기본으로 한 시스템 안전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 차원의 안

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국내 고속철도의 사고조사 및 위험분

석은 사고 발생에 따른 결과분류와 사고/장애 발생건수만을 통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서 철저한 고

속철도 시스템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위험원 도출 및 사고 시나리오 도출 등 정량적인 위험평가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속철도의 개통이후 철도교통에 대한 기술적·사회적·문화적 안전위협요소가 날로 증가하는 현 상

황에서 철도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공학 도구들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건, 

기능, 거동 및 물리적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연관성을 추적하여 철도 사고의 위험원을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국방시스템 획득 프로세스를 상세히 정의한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아키텍처를 이용하

여 운전자 경계 시스템의 내용 분석 그리고 기능 분석을 하고, 활동 사항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향후 운전자 활동 모델 분석을 이용한 사고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선행 과제로써 진

행이 되었다. 고속열차에서는 운전자가 정상모드 운전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

자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운전자 경계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운전자 경계 시스템은 운전자의 안전을 감

시하는 열차의 운행 안전장치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본론

2.1 시스템 아키텍처

  2.1.1 정의 및 종류[1]

    아키텍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있는 세부 사항들의 하향식 관계를 나타내는 분해 조직도이다. 시스

템의 중요한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기능, 물리 및 운영 아키텍처 등으

로 구분이 된다. 기능 아키텍처(Functional Architecture)는 할당된 기능 및 성능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구조화한 것이다. 기능 아키텍처는 요구되는 운용 동작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스템이 무엇을 해

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아키텍처를 전개한다. 물리 아키텍처(Physical Architecture)는 시스템이 어떻

게 하부 시스템과 컴포넌트로 분해되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스템 제품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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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가에 초점을 둔 관점으로 운용자와 장비 그리고 기술요구사항 사이의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운영 아키텍처(Operational 

Architecture)는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품과 생산/건설, 배치, 운용, 폐기, 교육 훈련 및 

검증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초

점을 둔다. 

     

그림1.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

2.2 철도운영 기능분석 

  열차를 운영하는 활동은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들의 조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열차를 지

지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활동부터 비즈니스 관점의 철도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철도 교통을 관제 

및 진로 확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철도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운전을 수행하는 활

동과 운전 중에 생기는 이상 현상에 대응하는 저하모드 운전을 수행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다음 표1

은 이러한 열차운영에 대한 기능을 분석한 내용을 보여준다. 

표1. 열차운영 기능분석

Function 

ID
 Name

F0 열차를 운영

F1 열차를 지지

F2 전류를 변환 

F3 보조설비에 에너지 제공

F4 데이터를 제공 및 관리

F5 철도운영을 준비

F6 철도 교통을 관제 및 진로 확보

F7 열차들의 주행 조건을 제공

F8 운전을 수행

F9 저하모드 운전을 수행

2.3 저하모드[2] 

  저하모드란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 요구사항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에러 처

리과정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에 충분한 처리 시간을 갖지 못하였을 때, 저하된 상태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저하모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저하된 상태의 응답을 발생

시킨다.  



    ① 필수적이지 않는 장치의 차단

    ② 응답 시간의 지연 또는 정확성 감소

    ③ 경고 신호 송출

    ④ 처리 속도의 감소

    ⑤ 에러 처리

    ⑥ 기계 상태의 이전 사건 분석으로 저하

    ⑦ 입력의 저감으로 외부 신호 

  고속철에서의 저하모드 운전은 도표 2와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 운전자의 결함을 지원하는 부분을 열

차의 운행 중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경계 시스템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표2. 저하모드 기능분석

Function 

ID
 Name

F9 저하모드 운전을 수행

F91 운전자 결함을 지원

F92 전력공급의 결합을 지원

F93 운전지원 결함을 지원

F94 기계적 결함을 지원

F95 승객서비스 결함을 지원

 표3. 저하모드 세부기능 분석

Function 

ID
Name

F91 운전자 결함을 지원

F911 페달활성화, 경계시스템 누름 버튼, 컨트롤러 누름 버튼

F912 경계시스템 테스트 질의

F913 경계시스템 알람 취소

F914 운전자 경계를 관리

F92 전력공급 결함을 지원

F921 동력공급결함의 경우 

F922 주회로기 차단기 결함의 경우 

F923 견인 또는 제동 결함의 경우

F924 모터대차결함의 경우

F925 화재 결함의 경우

F93 운전지원 결함을 지원

F931 운전으로 투입 결함을 지원

F932 대차튀어오름 결함의 경우

F933 신호설비 및 라디오결함의 경우

F934 운전석결함의 경우

F94 기계적 제동의 결함 지원

F941 전기공압제동 결함의 경우

F942 기계적 트레일러의 대차 결함의 경우

F943 차축미끄러짐 방호 및 배터리 충전 결함의 경우

F944 제동 파이프의 누출 및 제동 완해불량 결함의 경우

F945 단독운전시 제동시험 결함의 경우

F95 승객 서비스 결함을 지원

F951 인터컴도어, 라이트등의 결함의 경우

F952 공기공급 결함의 경우



2.4 운전자 경계 시스템 

2.4.1 운전자 경계 시스템 소개[3] 

  운전 중 운전자의 갑작스런 발작이나 졸음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감지하여 

열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차를 비상 정지시키는 시스템으로서, 운전자에게 일정한 동작을 반복시

킴으로써 항상 운전 경계 태세를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이를 위하여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위치에서 

발을 이용해 페달 스위치를 주기적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주간 제어기 좌우 측면에 붙어 있는 터치 센서

를 반복 접촉함으로써 정상운전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다.  

  만일 정해진 반복동작을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경고음이 울리고 이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열차는 정지하게 되며 또한 열차무선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열차종합사령

실로 통보된다.

  운전가 경계 시스템은 운전자가 열차의 스위치를 키면 자동으로 전력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된다. 정

상적인 활동은 열차가 시속 3Km/h로 도달 한 후에 시작된다. 운전자의 졸음 방지는 운전 페달의 지속

적인 활동 여부, 운전제어기의 조작 여부, 가속기의 조작 여부로 판단이 되어 진다.

      

그림 1. 운전자 경계 시스템 블록 그림도

2.4.2 운전자 경계 시스템 기능 분석 

  운전의 정상적인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세 개의 독립적인 채널이 존재한다. 각각의 

채널은 다음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를 감지한다.

   - 운전 패달

   - Push-buttons

   - Sensitive Key Switch located on the master controller

   - Horn control 

   - Acknowledgement switch for ATS

      

  그림 3과 같이 3개의 채널 중에서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응답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외부로 

전송된다. 

   - The emergency brake signal

   - The Alarm signal 

   - The horn signal

   - The bell signal

  그림 4와 같이 운전자 경계 시스템의 전원의 공급은 각 채널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경계 시스템의 

전원 공급 장치는 각각의 열차 속도 측정 장치 그리고 속도 제한 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림 2. 운전자 경계 시스템의 3개의 독립적인 채널 

그림 3. 운전자 경계 시스템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그림 4. 운전자 경계 시스템의 전원 공급 대상 채널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국 국방 획득 프로세스인 C4ISR를 이용하여 고속철 운전의 저하모드를 도출하였고, 

그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고속철은 운전이 자동화되어 있는 만큼 저하모드에서의 열차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전자 경계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 안

전운행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운전자 경계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향

후 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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