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보화기획단

E-mail : 62132580@naver.com

*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 본부장

**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보화기획단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기존 도시철도 구간에서 CBTC를 위한 제한속도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Limit Speed for CBTC within Exsiting Urban Railroad Sectors

 
                  하관용†        박종헌*        이종계**       성창기**      김기춘***   

       Kwan-Yong Ha   Jong-Hun Park   Jong-Kye Lee   Ki-Chang Sung  Gi-Chun Kim

ABSTRACT
  Usually urban railways are built under ground thus the necessary condition of urban railroad, a linear-shaped 
track, causes a difficulty in enhancement of speed limits of urban rail.  Also the underground construction of city 
railroad produces speed limit values reduced according to a speed code array, in case of speed decision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block section division, thus onventionally it could not but apply speed limit values lower than 
actual safety speeds.  In this study, The above two facts induced the author to study on a method to enhance speed 
limit values for CBTC within existing urban railroad sectors.  Since it is possible to exchange data continuously 
and to control speeds in case of railroads based on CBTC, the author applied result values of speed limits, which 
were gained based on a railroad condition, a linear track, to the CBTC system without correction of the result 
values and then the author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simulation, the running times and the efficiencies of 
running energies between railway stations, between the existing fixed-block system and the CBTC system. 
As a result simulation, the improvement of speed and the deceleration distance of reduction confirmed that it was 
effective to reduce the time to travel between stations. A fixed block the set of constraints on the speed limit,
he way the operation is optimized based CBTC speed limit by suggesting ways to reset the scheduled speed
measures to improve were extracted.

  1. 서론

도시철도는 대부분 지하 공간에 설계되어 있어 선로 선형조건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속도를 향상 시키

는데 어려움에 있다.  또한, 기존 폐색 분할에 의한 속도 결정 방식에서는 속도코드 배열에 따라 제약적

인 제한속도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의 산출된 안전속도 보다 낮은 제한속도 값을 부여 할수 밖에 

없다.  이에 기존 도시철도 구간에서 CBTC를 위한 제한속도값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CBTC 기반에서는 연속적인 정보교환과 속도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로 선형조건에 따라 산출된 

제한속도 결과값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존 고정폐색과 CBTC 방식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역간 운행소

요시간과 운행에너지 효율성을 비교 분석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정폐색에서 제약적인 제한속

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CBTC 기반의 제한속도 재설정 방안을 제시하여 제한속도를 향상

시켜 역간 운행시간 단축 및 운행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2. 본론

2.1 역간 자동운전 및 가감속 제어

도시철도 차량은 제한속도에 의해 차내 D/B를 갖고 열차속도를 자동으로 가,감속 제어를 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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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ATC 속도코드 표준현시계열

표 1 도시철도 5678호선 ATC 속도코드표

Code Rate CR1 CR2 CR3 CR4 CR5 CR6 CR7

FL(4550Hz) 01 25 35 45 55 60 ODL

FH(5525Hz) YARD 65 70 75 80 90 ODR

그림1.  열차운행 자동운행 패턴 운행곡선

적인 운전을 하기 위한 역간의 고정속도(Fixed Speed)를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열차는 정상운전모드

와 회복모드에 의해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자동운전을 하는 열차는 고정속도에 의해 제어되고 제한속도

가 고정속도보다 낮을 경우 제한속도를 추종하여 운행하게 된다.  관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고정속도가 

제한속도 지시 보다 낮으면 열차는 고정속도(Fixed Speed)를 추종하고 제한속도 지시가 고정속도

(Fixed Speed)보다 낮으면 제한속도 지시를 기준으로 운행하게 된다. 그림1은 현재 도시철도에서 운영 

중인 역간의 자동운행 패턴을 보여 준다.

 폐색분할 및 속도의 결정은 단계별 속도에서 그 다음 속도단계까지 저하시키는 제동거리가 일정 하

도록 구간을 결정하고 있다.  그림 2에서 계단 펄스와 같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점선과 같은 최적화 

된 ATO Speed profile를 생성하여 자동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성 때문에 점선 원안에 제한속도 

구간은 운행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속도변환점에서 불연속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운행 에너지 효율성 저하 및 시격단축 방해 되고 있다.  이에 고정폐색에서 제약적인 제한속도를 설정

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CBTC 기반의 최적화된 제한속도의 재설정 방안을 제시하여 표정속도를 향

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2.2 도시철도 ATC 속도코드 체계 및 속도코드 표준현시계열

도시철도의 ATC구간의 신호체계는 표 1과 같이 다단계 속도코드로 01, YARD 25-35-45-55- 

60-65-70- 75-80-90로 구성 되었고  ATC속도 표준현시계열은 그림 2를 기준으로 설계 되었다.

2.3 곡선선로에서 캔트 및 제한속도의 설정 이론

곡선선로란 일정한 반경을 가진 선로이며, 각기 방향의 변화에 따라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다.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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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ATO Speed Profile 최적화 곡선

 그림4.  전체제동거리 산출곡선

의 종류는 원곡선, 포물선, 완화곡선, Sine 곡선 등이 있다.  열차속도가 증가 하거나 곡선 반경이 작

을수록 원심력은 커져 탈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하중과 원심력이 좌우의 레일에 거의 같

은 힘이 작용할 수 있게 곡선의 외측 레일을 높이는데 좌우 레일의 높이 차를 캔트(cant)라고 한다.   

따라서 곡선부는 외측 레일을 높게 하여 내측 레일로 향하는 중력 성분을 가져와서 평면 곡선에서 발

생하는 원심력을 완화 시키기 위해 차량중량과 원심력의 합력이 궤간 내에 들도록 캔트를 설정 하고 

있다.  국내 도시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완화곡선은 “3차 포물선(cubic parabola)이며  일본 고속철도

에서는 ”sine 반파장 완화곡선“을 사용하고 있다.   직선과 원곡선의 접속점에서는 1/R로 변화하는 것

으로 되지만 직선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채용한 것이 3차 포물선이며,  곡선적으로 변화시키는 방

법이 사인 반파장의 곡선이다. 

그림 3와 같이 서울도시철도 5,6,7,8호선은 완화곡선시점(BTC)에서 원곡선시점(BCC) 구간을 3차원 

포물선 완화곡선으로 건설되어 운영하고 있다.  곡선선로에서의 제한속도는 곡선반경과 캔트에 의해 

결정되고 완화곡선에서는 완화곡선에 진입한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패턴을 가지게 된다. 열차와

의 통신이 단속적인 기존 폐색분할에 의한 속도 결정 방식에서는 진입열차의 제동거리를 특정할 수 

없음으로 완화곡선의 시점에서부터 속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나, 연속적인 정보교환과 속도제어가 

가능한 CBTC방식에서는 열차제동거리 이내 전방선로의 속도 제한값과 거리를 알 수 있으므로, 곡선

선로의 제한속도경계를 완화곡선 시점(BCC)으로 이동시켜 속도향상을 기할 수 있다.

2.4 최적 제한속도구간의 결정을 위한 제동거리 이론

열차의 제동거리는 제동성능의 주요 인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변수는 기관

사 반응시간, 제동장치 작동시간, 최대가속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 일정한 감속제동시간, 감속도가 제

로가 되는 시간 등이다.

반응시간은 최초 제동이 체결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이는 감속을 지시하는 신호를 인지한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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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가 제동체결 하는 시간으로 시스템에서 궤도회로나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제동력은 최대 감속도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열차는 최고 감속률로 

감속된다.  급격한 정차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감속도는 정차하기 전에 미리 점진적으로 제로까지 감

소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항목들을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1)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1)  

  제동거리   현재속도   목표속도 ∆  감속도증가시감속도 ∆  감속도감소시감속도
  감속도변화율   감속도   최대제동감속률   시스템응답시간   최대감속률까지걸리는시간   제동률 까지완해시간

(1)식에서 ∆  ∆     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식 (1)를 (2)식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2)

열차의 최고속도에서의 총 제동거리는 식 (3)과 같다.

           







                                    (3)

2.5 제동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구간 결정

폐색구간의 길이는 신호를 사용하여 제동과 단계적 속도제어를 고려한다.  폐색구간 수는 폐색구간

길이가 제동거리와 같거나 길게 설정되어 결정한다.  폐색구간의 길이가 제동거리와 같다면 안전제동

거리를 확보가 빈번하게 필요하게 되어 열차 운용효율을 저하시킨다.

폐색구간은 열차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검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뉜다.  적절한 

폐색구간 분할을 통해 열차시격을 개선할 수 있다.  제동거리를 고려한 폐색구간 수는 기관사 인지시

간, 차량응답시간, 열차시격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한속도 구간이 n이라면, 구간별 제

한속도는       로 표시된다.  제한속도구간의 길이는 (4)식으로 산출한다.

  

 






                          (4)

제한속도구간의 제동거리는 식 (5)에서 진입속도 와 진출속도 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5)

제한속도구간의 거리 는 구배가 ‘0’인 선로 상에서 진입속도 와 진출속도 까지 감속되는 

동안의 제동거리이다.  식 (5)은 식 (6)에 제시된 안전상수를 사용하여 간소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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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속도상승에 따른 제한속도구간의 제동거리

 





                                        (6)

제한속도구간의 거리 는 구배가 ‘0’인 선로상에서 계산되고 적용될 구배를 감안한 수치 로 

변환된다.

  





                                 (7)

정확한 (구배적용)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구배가 구간별 제한속도 영역의 중간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배 진입속도 는 구배 진출지점에서의 진출속도 까지 감속된다.  진출속도

는 때로 보다 낫거나 높을 수 있는데 이는 선로의 선형에 따라 중력가속도와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

이다.  정확한 를 얻기 위한 진입점을 찾기 위해 반복연산법이 사용되며 (구배적용)를 계산하기 

위해 이분법을 사용한다.

2.6 제한속도 구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2.2절에서와 같이 기존 ATC 속도코드 현시계열은 단계별 고정된 값을 가지므로 다양한 선로조건

에서의 안전 제한속도는 각 현시계열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5에서와 같은 속도

제한경계에서 제한속도 여유분(dV >= 0)은 위 식 (5)에 따라 속도제한구간에 접근하는 열차의 감속시

점을 늦추고 제한구간의 목표속도를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열차의 운행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각 선로조건에서 속도제한여유를 포함한 최적 제한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제동곡선을 

곡선부 균형캔트에 따른 제한속도 구간에 적용하였다.  CaseⅠ[V1=80km/h, V2=65km/h, C=100mm, 

L=200m, 속도증가량(V2=71km/h)]과, CaseⅡ[V1=80km/h, V2=55km/h, C=159mm, L=200m 속도증가량

( V2=58km/h)] 조건에 따른 제한속도 증가량과 경계의 이동은 그림6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구 분 기존 속도제한패턴 속도증가량 적용 결  과

CaseⅠ
 DL: △28m

  t : △1.9sec

CaseⅡ
 DL: △16m

  t : △1.3sec

그림6. 속도제한패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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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역간 속도프로파일[(위)기존 제한속도 (아래) 최적화된 제한속도 프로파일

2.7 개선된 제한속도 패턴에 따른 역간운행 시뮬레이션 결과

 8호선 잠실~석촌역간을 표2과 같은 선로 선형조건을 고려하여 곡선선로에서의 적정 캔트량과 균형

캔트량에 따른 제한속도를 반영하고, 최적 제한속도 패턴을 적용하여 가감속패턴을 시뮬레이션하였다.

표 2 Simulation condition(8호선 잠실~석촌)

킬로정 곡선부
표시

곡선
반경

ATC
Speed 킬로정 곡선부표시 곡선

반경
ATC

Speed

6K773~6K666 BC-ETC - 80 6K335~6K270 ECC-BCC 542 55

6K666~6K644 ETC-ECC 완화곡선 80 6K270~6K184 BCC-BTC 완화곡선 55

6K644~6K521 ECC-BCC 1000 80 6K184~6K158 BTC-ETC - 55

6K521~6K449 BCC-BTC 완화곡선 80 6K158~6K048 ETC-ECC 완화곡선 55

6K449~6K420 BTC-ETC - 65 6K048~5K746 ECC-BCC 250 55

6K420~6K335 ETC-ECC 완화곡선 65 5K746~5K653 BCC-BTC 완화곡선 55

시간변화량(ΔT)에 따른 가감속도 및 속도, 위치 변화량을 역간거리동안 반복 연산한 결과이며, 선로

저항과 공주거리는 배제하고 차량의 최대가속도(3.0km/h/s) 및 최대감속도(3.5km/h/s)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존 운행선로의 제한속도 증가량 및 제한속도 경계를 실제 속도제한부의 시점

으로 이동하여 적용한 운행 패턴을 시뮬레이션하여 그림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기존 제한속도를 

적용한 그림7 (위)와 제한속도 최적패턴을 적용한 그림7 (아래)를 비교해 보면 실제 운행속도 상승 및 

감속시점의 지연으로 운행효율성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역간 운행소요시간은 2.76sec 단

축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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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속도제한변화점에서의 제한속도가 기존 폐색분할에 의한 속도 결정 방식에서는 속도코드 현시계열에 

따라 단속적인 값으로 실제의 안전속도보다 작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 연속적인 정보교환과 속도

제어가 가능한 CBTC방식에서는 속도제한요인에 따른 결과값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속도향상 및 감속

거리 단축으로 운행 효율성 및 역간소요시간 단축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고정폐색에서 운용중인 도시철도는 CBTC 방식으로 개량 시 제한속도를 재설계 할 것으로 판단

되며, 이에 최적화 된 제한속도 재설정 방안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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