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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in control is a facility to ensure safe train operation, and i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whether introduced in railway authoriti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practical usability in the 
business, safety analysis and evaluation of train control system and train control related core technologies are 
needed. In this paper, we develop wireless communication based train separation control simulator. the 
simulator traces trains in real-time, and produces train movement authorities with their position and speed 
information, and then calculates static and dynamic speed profiles. Trains in the simulator are controlled in 
real-time by these profiles. In the paper, simulator configuration, train control algorithm and simulation results 
under simulated environment are presented. 

1. 서론

열차간격제어기술은 실시간 열차위치추적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선행열차와 후속열차간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술적 핵심이며, 열차제어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시스템의 안

전성이다. 따라서 열차간격제어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만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열차간격제어기술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환경조

건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된 열차제어시스템 또는 관련 핵심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열차제어시스템 또는 관련 핵심기술의 안전

성 분석 및 평가가 요구된다.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양방향 연속통신 및 실시간 열차위치추적, 높은 정보전송량, 운전시

격의 최소화를 통한 선로용량 증대 등 현재 사용 중인 궤도회로방식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기반의 안전간격제어를 위해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핵심기술 중 하

나인 열차간격제어기술의 안전성 분석과 열차간격제어기술의 평가를 위한 모의장치(simulator)를 제안

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실시간 열차의 위치결정, 열차의 이동권한의 생성(Moving Authority), 생

성된 이동권한을 바탕으로 정적속도프로파일 및 동적속도프로파일의 생성과 같은 일련의 열차 간격제

어기술들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터의 구성, 핵심 열차간격제어기술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열차간격제어기술의

안전성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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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터 구성

시뮬레이터의 구성은 열차안전간격제어 기술의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모의환경을 구성하였

다. 따라서 지상 ATS(Automatic Train Supervision) 및 진로제어장치(EIE)는 제외하였으며, 열차 운행

에 최소한의 기능은 지상 ATP에서 구현하도록 설계하였다. 모의환경은 그림 1과 같으며, 지상장치는

지상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와 선로변 무선장치로 구성하며, 차상장치는 차상ATP와 차상

통신장치로 구성한다.

그림 1. 모의환경 시뮬레이터 설계

정의된 모의환경을 구한하기 위한 실제 시뮬레이터는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차상ATP와 지상

ATP간을 연결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은 시뮬레이션에 고려되어야 할 필수항목이 아니므로 안정적인 통신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thernet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선로와 열차는 프로그램 상에 가상환경으로 구성

하였다.

그림 2. 시뮬레이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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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는 PC기반의 프로세스로 동작하며, 최대 5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5대의 독립적인 PC로 구성되며,

실제 전동기와 연결되어 차상 ATP에서 전동기에 지령을 내리고 모터의 반응 값을 읽어 열차의 속도를

제어/현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지상 ATP는 모의선로환경을 현시하고 선로에 투입된 열차의 속도, 위치

등의 운행상태를 현시하며 차상 ATP가 안전한 열차간격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로 이동권

한, 선로선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3. 열차 간격제어 알고리즘

열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열차간격제어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후속열차는 열차제어시스템에서 규

정한 속도프로파일에 따라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의 이동권한(MA), 선로선

형정보, 열차정보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 속도 프로파일을 연산한다. 열차의 속도프로파일은 정적속도프

로파일(SSP: Static Speed Profile)과 동적속도프로파일(DSP: Dynamic Speed Profile)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 열차제어시스템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차상 ATP는 MA(Moving Authority)까지의

SSP 연산을 수행한 후 SSP 정보를 바탕으로 DSP 연산을 수행하게 되며 최종 제동명령을 출력하게 된

다. 그림 3은 열차제어시스템의 간격제어를 위한 속도프로파일 연산에서부터 제동 명령까지의 전체 다

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열차제어시스템 속도프로파일 연산 다이어그램

3.1 정적속도프로파일

열차가 주행을 위해 허용된 최대 속도는 다양한 정적 속도제약 및 열차이동권한(EOA/LOA)를 고려하

여 제한되어야 한다. 열차의 정적속도 프로파일은 거리에 대한 속도의 계단함수(step function) 이다. 열

차는 안전한 정적속도프로파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적속도제약은 지상의 선로선형정보, 열차 정보,

신호 및 차상장치 모드에 의해 정해진다. 정적 속도프로파일의 입출력 데이터는 열차의 이동권한, 열차

정보(Train data), 선로선형정보(Track data)를 입력데이터로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정적 속도 제한 항목은 선로 정보, 선로 주변 시설물, 열차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실

제 응용에 따라 다양한 제한 항목을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려

하기로 한다.

- 고정 속도프로파일 (FSP: Fixed Speed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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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속도제한 (TSR : Temporary Speed Restrictions)

- 최대 열차속도 (MTS : Maximum Train Speed)

정적 속도프로파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상 ATP의 역할과 차상 ATP의 역할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종 정적속도프로파일의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총 4단계의 정적 속도프로파일

SSP#1, SSP#2, SSP#3, SSP#4로 나눌 수 있다. 즉, 지상 ATP에서는 열차 데이터인 열차최고속도 데이

터를 반영한 SSP#1가 출력되고 시설물 데이터인 선로선형정보를 반영한 SSP#2, 임시속도제한 정보를

반영한 SSP#3의 출력을 수행한다. 또한 차상 ATP에서는 SSP#1, SSP#2, SSP#3의 비교 출력 프로파일

을 바탕으로 열차데이터 중의 열차길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Most Restrictive Speed Profile(MRSP)을

출력하게 된다.

MRSP는 주어진 궤도에서 열차가 준수해야하는 가장 제한적인 속도제한을 의미한다. 가장 제한적인

속도 프로파일은 모든 속도제한에서 최소치, 다시 말해서 가장 제한적인 부분이다. 가장 제한적인 속도

프로파일은 구성요소의 어떤 부분이라도 변경되면 다시 계산해야 한다. MRSP는 선로상에 정의된 여러

가지 SSP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택한 후 다시 열차의 길이를 반영하여 구간의 속도제한을 재 생성한다.

MRSP 생성알고리즘은 가장 제한적인 정적 속도프로파일을 선택한 후에 열차 길이를 반영하는 과정

이다. 구간별 정적속도 프로파일을 그림 4(a)와 같이 가정하였다. 총 4개의 구간에 대해 열차 최고속도

V_max, 구간별 고정속도 V_fix, 임시 제한속도 V_temp로 정의한다. 이때 선로선형 정보에 의해 구성된

각 구간별 속도를 바탕으로 가장 제한적인 속도프로파일을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선택한다.

V_MRSP = MIN(V_max, V_fix, V_temp)

따라서 선택된 구간별 제한 속도는 아래와 같다. 선택된 구간별 가장 제한적인 속도프로파일은 그림

4(b)에 나타내었다.

V_MRSP of Section #1 = MIN(V_max, V_fix#1) = V_fix#1

V_MRSP of Section #2 = MIN(V_max, V_fix#2) = V_fix#2

V_MRSP of Section #3 = MIN(V_max, V_fix#3, V_temp) = V_temp

V_MRSP of Section #4 = MIN(V_max, V_fix#4) = V_fix#4

이제 도출된 구간별 제한속도에 열차 길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감속구간의 경우 열차의 전두부가 이미

감속구간의 속도에 맞추어 진입하기 때문에 열차길이에 의한 영향은 감속구간이나 정속구간이 아닌 가

속구간에서만 고려하면 된다. 따라서 열차길이(TL)를 고려한 최종 MRSP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에 의

해 생성할 수 있다.

Let length of Section #X, Length(X) then:

if V_MRSP of Section #X ≥ V_MRSP of Section #(X-1)

Length(X) = Length(X) + TL;

V_MRSP of Section #X = V_MRSP of Section #(X-1)

else if V_MRSP of Section #X < V_MRSP of Section #(X-1)

V_MRSP of Section #X = V_MRSP of Section #X

즉, 현재 가속 구간인 경우 현재 구간에 열차길이 만큼 더한 구간의 제한속도는 이전 구간속도의 값을

가지게 되며, 감속 또는 정속구간에서는 변함이 없다. 결과는 그림 4(c)와 같으며, 다시 최소 제한속도

값을 갖는 프로파일을 선택한 최종 MRSP는 그림 4(d)와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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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RSP 생성 알고리즘; (a) 구간별 정적 속도프로파일, (b) 구간별 최대 속도제한, (c)

열차길이를 고려한 MRSP 결과, (d) 최종 MRSP

3.2 동적속도프로파일

동적 속도 프로파일(Dynamic Speed Profile)은 정적 속도 프로파일(Static Speed Profile)을 기반으로

하여 열차가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속도의 증감을 말한다. 시스템이 작동하여 지상 ATP와 차상

ATP의 통신이 연결되면 지상 ATP에서는 열차 정보(Train Data)와 선로 정보(Infrastructure Data)의

정보를 차상 ATP로 전송을 해준다. 이때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상에서는 정적 속도 프로파일

(Static Speed Profile)을 생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상 ATP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열차의 이동 권한

을 의미하는 MA(Movement Authorities)를 차상 ATP 로 전송을 해 주는데 이러한 정보를 참조하여 차

상 ATP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 동적 속도 프로파일(Dynamic Speed Profile)이 생성

된다. 이렇게 생성 된 동적 속도 프로파일(Dynamic Speed Profile)은 그림 6과 같이 평균 구배를 사용하

여 연산되어 있으며, 각 열차 간의 안전성 확보와 만일에 생길 오차를 대비하여 20%의 추가적인 데이터

를 포함되어 연산된다. 일반적으로 제동곡선은 역방향으로 계산된다. 즉, 열차의 진행방향으로부터 떨어

진 특정 위치(종종 EOA/LOA)로부터 시작하여 열차로 진행한다. 제동곡선의 계산은 열차의 제동특성과 

함께 선로 구배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static speed profile

direction of calculation
start of calculation

MA
intervention 

curve

basic curve

그림 5. 제동곡선의 계산 

MA

V0

s4s3s2s1 s5

section
g1 g2 g3 g4 g5

G = (s1g1 + s2g2 + s3g3 + s4g4 + s5g5)/(s1+s2+s3+s4+s5)

그림 6. MA까지의 평균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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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구조 : 단방향순환선 (구간별구배및곡선적용) - 역사수 : 2 개

- 열차최고속도 : 100[km/h] - 곡선반경에 의한 속도제한 적용

- 열차수 : 최대 5편성

4. 시험결과

4.1 모의시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열차의 안전간격제어를 위한 모의시험환경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에 적용되는 이동폐색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의열차를 구성하였다. 모의열

차는 열차속도정보와 열차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는 제어용 소형 전동기 5대를 사용하였

다. 또한 열차마다 해당 열차의 길이와 타입을 비롯한 열차성능 값을 각 세팅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

며, 열차의 속도프로파일과 실제운행속도 및 위치를 그래픽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표현하여 열차간격제

어기술 검증이 원활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7 시뮬레이션 선로의 구성

모의선로를 주행할 열차정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열차길이 : 100[m], 5량 1편성 - 열차가속도 : 3.0[km/h/s]

- 열차감속도 : 4.0[km/h/s] - 열차성능최고속도 : 100[km/h]

- 열차총주행거리 : 4,709[m] - 열차총주행시간 : 404[s], 열차정차시간 30[s] 포함

- 열차평균속도 : 41.96[km/h]

- 열차가(감)속시 소요시간:







 
- 열차가속시 주행거리 :







  

․ : 열차 가(감)속 개시 전 속도(km/h) ․ : 열차의 가(감)속률 (km/h/s)

․ : 열차 가(감)속 개시 후 속도 (km/h) ․g : 구배저항 (‰) ․R : 곡선반경 (m)

4.1 열차이동권한 및 속도프로파일 생성 알고리즘 평가

모의환경에서 모의열차 5편성을 모두 투입한 경우 선로의 길이가 충분치 못하였다. 선로길이와 열차길

이를 고려하였을 때 열차 3편성을 사용할 경우 선행열차와 후속열차간 안전간격을 유지하고, 역 구내에

서의 정차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3편성의 열차투입이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되었다.

현재까지는 ATS 열차운행스케줄을 적용하지 않은 단계이다. 따라서 3대의 열차를 투입하더라도 운행

스케줄의 미비로 인하여 역 구내에서의 정차횟수가 다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8(b)), 하지만 열차

순환 횟수를 늘림에 따라(약 2회 이상) 점차 안정화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c). 그림에서

주황색 라인은 MRSP, 흰색 라인은 동적속도프로파일, 그리고 흰색라인은 열차의 실제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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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투입량을 5편성으로 늘리는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9에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열

차스케줄 기능의 미비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열차 순환횟수를 충분히 하여 테스트 하였다. 테스

트 결과, 그림 3-16(b)와 같이 열차의 잦은 정차로 인해 열차 표정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오히려 열차

투입량이 3편성인 경우보다 수송능력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a)

(b) 4번열차 순환 횟수 0인 경우 (불필요한

역구내 정차횟수 발생)
(b)

그림 9. 투입열차 5편성에 대한 운행시뮬레이션 

결과; (a) 지상 ATP 운영화면, (b) 열차 순환횟수 

4인 경우 열차운행상태

(c)

그림 8. 투입열차 3편성에 대한 운행시뮬레이션 

결과; (a) 지상 ATP 운영화면, (b) 순환 횟수 0인 

경우 (불필요한 역구내 정차횟수 발생), (c) 열차 

순환 횟수 3인 경우 (안정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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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기반의 안전간격제어를 위해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핵심기술 중 하나

인 열차간격제어기술의 안전성 분석과 열차간격제어기술의 평가를 위한 모의장치(simulator)를 개발하

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실시간 열차의 위치결정, 열차의 이동권한의 생성(Moving

Authority), 생성된 이동권한을 바탕으로 정적속도프로파일 및 동적속도프로파일의 생성과 같은 일련의

열차 간격제어기술들을 구현하였다. 열차의 실시간 이동권한과 선로선형정보를 이용한 정적․동적 속도

프로파일을 열차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 갱신함으로써 진정한 이동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하

였다. 열차 간격제어 시뮬레이션을 위해 최대 5대의 열차를 투입하여 주행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투입 

열차수를 변경하면서 역 구내에서의 정차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최적의 조건을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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