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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S(Automatic Train Stop)s are is effected by track environment, signal distance and train braking distance. So 
onboard signaling systems such as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are installed on conventional lines by some 
train operation companies. With the mixed signalling, the onboard signaling system is overlaid on a conventional 
line with ATS, it is possible to run the line with conventional trains and ATP　trains and to use the advantages 
of ATP(higher speed or more trains on the line). This paper includes guidelines a mixed signalling(ETCS and ATS) 
system architecture, operation concepts and infill balise installation.

1. 서론

  현재 국내 신호설비는 선로상태와 열차운행속도를 고려한 지상신호설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열차최고속도를 230[km/h]으로 높게 할 경우 현재의 지상신호설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고속철도의 ATC(Automatic Train Control) 또는 현재 개량중인 ATP같은 차

상신호설비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기존선 속도향상은 국제철도연맹인 UIC의 지침에 

의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선과 고속선의 신호시스템 통합(표준화)체계를 구축하였고, 기존선 

개량시 예상되는 기존열차, 신규열차, 저속·고속열차의 혼합운행 등에 대한 최적방안을 도출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경부선, 호남선 및 경춘선에 차상신호시스템인 ATP의 도입을 

시작으로 전라선과 경전선을 포함한 기존선의 속도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선 속도향상에 필요한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선의 고속화사례, 고속화에 따른 기

존 신호시스템의 개량, 지상신호 현시별 열차속도 최적화, 차상설비와의 인터페이스, 열차혼용운영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의 운영요구사항은 기존 신호시스템을 철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존 신호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럽의 신호시스템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 1은 기존 신호시스템과의 호완성이 고려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정된 신호시스템인 ETCS level과 기존 신호시스템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열차속

도제어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호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하였다. 

2. 본론

2.1 ETCS level 1의 선정

  고속철도에 사용되고 있는 ATC, 경부선과 호남선에 설치중인 ATP와 유사한 ETCS　 Level 1 및 

ETCS Level 2를 대상으로 검토항목별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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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로조건 ETCS Level 1구축방안

경전선

(삼랑진~진주)

-운행열차(2010년 5월 기준)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신호방식:5현시(ABS/ATS)

-선로최고속도 : 150[km/h]

-KTX-산천(230[km/h])(2011년 )

-역간 평균 폐색거리:840[m]

･열차운행속도 150[km/h] 기준

-고속열차 230[km/h] 운행

･현시종류:5현시

･1폐색구간의 거리: 800 또는 900[m]

･열차속도:230[km/h]

･폐색구간수:5A2 적용

전방신호(4폐색구간)와 별도로 최소한 전방의 

가상신호 2개를 합한 6개구간의 신호현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축

[표 5-6-6] 6개 선구의 ERTMS/ETCS Level 1 차상신호시스템의 지상설비 구축 방안

비 교 항 목 ATC ETCS L1 ETCS L2

안전성과 신뢰성 매우 우수함 매우 우수함 매우 우수함

확장성
기존선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신설선 보통 보통 매우 높음

절체작업의 용이성 복잡함 보통 간단함

경제성
건설비 많음 저렴 보통

유지보수비용 높음 보통 낮음

유지보수 편의성 어려움 보통 용이함

시장성 낮음 보통 높음

미래지향성 낮음 보통 높음

국제적 표준 규격의 적용성 미적용 적용 적용

표 1. 차상신호방식에 대한 종합적 비교 분석

  표1과 같이 여러 항목에서 ETCS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ATC 차상신호시스템은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지만, 한국철도망과 같이 열차 연계운행을 고려하여 시

스템을 구축할 경우 확장성과 경제성이 낮은 시스템이다. 또한 ATC 차상신호시스템은 현재 열차가 운

행하고 있는 기존선에 도입할 경우 궤도회로장치, 연동장치, 자동폐색신호장치 등을 동시에 개량하여야 

하는 설비가 많아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절체작업이 복잡하고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므

로 여러 측면에서 ETCS 차상신호시스템보다 적용성이 낮다. ETCS Level 2는 모든 선로에서 ETCS 

Level 1과 비교하여 약간의 용량 증가만을 나타낸다. 또한, ETCS level 2는 수명주기비용의 절감과 유

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아직 ETCS level 2 시스템의 운용 초기여서 구체적인 비용저

감 효과를 단정할수 없다.

2.2 속도 및 신호별 고속열차의 안전제동거리 확보 방안

  고속열차가 선로최고속도로 운행할 경우 열차는 안전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주어진 현시조건에서 

상용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발리스는 선로최고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을 전송하여야 

한다. ETCS level 1의 지상설비는 지상신호방식의 신호현시조건을 연동장치 또는 폐색제어유니트가 선

로변제어유니트에 제공하면 선로변제어유니트는 발리스에 열차운행에 필요한 텔레그램을 송신하므로 신

호현시 조건 및 폐색거리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 방안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신호현시별 1 폐색구간

의 거리를 600, 700, 800, 900 및 1,000[m] 구분하여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1]. 제시된 기준을 

국내 일부선구에 적용할 경우, ETCS level 1의 구축방안은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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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덕소~원주)

-운행열차(2010년 5월 기준) 

･무궁화호, 전동열차, 화물열차

-신호방식

･덕소~용문:4현시(ABS/ATS)

･용문~원주:5현시(ABS/ATS)

-선로최고속도 : 150[km/h]

-TTX(200[km/h])운행계획

-역간 평균 폐색거리

･덕소~용문:800~900[m]

･용문~원주: 840[m]

열차운행속도 150[km/h] 기준

-중앙선 덕소~용문 구간

･현시종류:4현시

･1폐색구간의 거리: 800 또는 900[m]

･열차속도:200[km/h](TTX운행)

･폐색구간수:4A1 적용

전방신호(3폐색구간)와 별도로 최소한 전방의 

가상신호 1개를 합한 5개구간의 신호현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앙선 용문~원주 구간

･현시종류:5현시

･1폐색구간의 거리: 800 또는 900[m]

･열차속도:200[km/h](TTX운행)

･폐색구간수:5A0 적용

추가로 가상신호를 받을 필요 없음

동해선

(포항~삼척)

-운행열차(2025년 기준)

･새마을호, 무궁화호, 특정통근

-신호방식:5현시(ABS/ATS)

-선로최고속도:150[km/h]

-고속열차(EMU)230[km/h]계획

-역간 평균 폐색거리840[m]이상

･열차운행속도 150[km/h] 기준

-고속열차 230[km/h] 운행

･현시종류:5현시

･1폐색구간의 거리: 800 또는 900[m]

･열차속도:230[km/h]

･폐색구간수:5A2 적용

전방신호(4폐색구간)와 별도로 최소한 전방의 

가상신호 2개를 합한 6개구간의 신호현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축

장항선

(천안~대야)

-운행열차(2010년 5월 기준)

･새마을호, 무궁화호,  전동열차,

 화물열차

-신호방식

･천안~신창:4현시(ABS/ATS)

･신창~대야:3현시(ABS/ATS)

-선로최고속도:150[km/h]

-고속열차(EMU)230[km/h]계획

장항선 2단계 타당성에서 고속화 반영을 

추진하고 있음

-역간 평균 폐색거리

･ 천안~신창 : 약800[m]

열차운행속도 150[km/h] 기준

-장항선 천안~신창 구간

･현시종류:4현시

･1폐색구간의 거리: 800

･열차속도:230[km/h]

･폐색구간수:4A3 적용

전방신호(3폐색구간)와 별도로 최소한 전방의 

가상신호 3개를 합한 7개구간의 신호현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축

2.3 인필발리스 설치

  ETCS level 1은 혼합열차(고속열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과 같은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

는 선로에서 선행열차가 저속열차이고 후속열차가 고속열차일 때 기본적인 지상설비(발리스 그룹)만 설

치할 경우 운전시격을 단축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폐색신호기 건식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추가로 폐

색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운전시격을 단축하기란 곤란하다. ETCS level 1에서 운행열차에 최고

운행속도를 부여하는 방안은 인필 정보를 부여하여 열차운행속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열차는 발리

스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에서만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송신하므로 1 폐색구간을 운행하여야 다음 

열차 운행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후속열차의 속도는 선행열차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선행열차가 이동하면 후속열차에 송신하는 열차 운행정보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

데 점제어방식의 ETCS level 1은 발리스 위치에서 정보를 송신하므로 다음 발리스까지 열차가 이동하

여야만 발리스 정보의 수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열차 운행정보를 송신하는 인필 발리스를 추가

로 설치한다면 후속열차는 열차 운행정보를 빨리 송신하므로 그 만큼 속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내신호기와 출발신호기에는 열차 운전시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개소이므로 인필발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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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설치하여 접근쇄정에 의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전시격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림1은 인필 

발리스 설치에 따른 속도 변화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1.  인필 발리스 설치시 속도 변화 곡선

  인필 발리스는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접근쇄정 취급을 하는 위치, 적시에 이동권한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 장내신호기 설치 위치, 출발신호기 설치 위치, 승강장 궤도 설치 위치, 접근쇄정 취급 등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필발리스의 설치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한 열차제동모델을 사용하였다. 즉, 속도 v는 시간 t와 

선형으로 감소한다.




 상수 ⇒



   상수 

  감속도‘a=상수’로 감속하는 열차는 최고속도 m ax와의 관계를 따르며, 제동시작부터 정지까지의 제동

거리  와 시간 m ax는

  

m ax 그리고   

m ax 

  열차의 제동성능과 무관하게 이미 제동거리의 3/4를 통과했더라도 제동 시간의 절반이 지난 후에 각 

열차는 최초 속도의 절반으로 운행된다.

  ETCS level 1을 장착한 열차는 발리스 위치에서만 이동권한을 갱신할 수 있다. 열차제동에 필요한 

전체 시간을 동일한 시간으로 분할한 후 각 시간간격을 통과할 때 인필 발리스를 만난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 하에서, 제동거리 와 k > 0 간격으로 제동시간을 세분한 경우, 다음 위치에 k+1에 인필발

리스를 설치한다.

    인 경우   

 




 

  이런 방법으로 이동권한이 끝날 수 있는 각 지점(  )에는 주신호기와 연관된 발리스를 설치한다. 

최초의 인필 발리스(k = 1)는 제동곡선   가 시작할 때 불필요한 제동을 피하게 된다. 인필 발리

스의 수 k가 증가됨에 따라, 각각의 위치는 방정식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인필 발리스 1대(k = 1)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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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필 발리스 2대(k = 2)설치 :       

·인필 발리스 3대(k = 3)설치 :            

·인필 발리스 4대(k = 4)설치 :               등.

  이 구성에서 제동 중에 2대의 발리스 사이에 경과된 시간은 ∆다. 제동곡선의 어떤 지점에서 열

차를 발견한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평균 대기시간, 즉, 열차에 이동권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  ∆다. 전체 제동시간 에 대해 정규화된 형태로 되면 결과가 훨씬 

더 편리하다. 예를 들면 이런 상대적 평균 대기시간은 다음 사항에 상당한다.

·       

·      인필 발리즈 대 추가 
·      인필 발리즈 대 
·      인필 발리즈 대 
·      인필 발리즈 대  등등

  무선폐색센타에서 열차까지 연속적으로 무선 전송하면 연동장치에 의한 이동권한 업데이트로부터 정

보가 ETCS Level 2 기관차의 차상 시스템에 최종적으로 도달할 때까지 약 6∼10초의 시간이 소요된

다. 160 [km/h]와 0.5 [m/s²] 감속(2 km의 제동거리와 90초 제동시간을 산출하는)에서 5[%]와 

[11%] 사이의 성능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면한 ETCS level 1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의 성

능 품질에 관해 지적할 때는 위에 기술된 대기시간 파라미터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선의 속도를 230[km/h]로 높이기 위해서 기존 신호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는 신호

시스템으로 ETCS level 1을 제시하였고, 기존 신호시스템인 지상신호방식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 속도별 폐색구간의 설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ETCS level 1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서 인필발리스를 설치하는 개소와 설치위치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접

근쇄정, 출반신호기의 정보를 송수신하여 열차운전속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방향 인필 발

리스의 설치도 제안하여 장내에서의 안전제동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속도향상에 따른 기존 신호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ETCS level 1구축방안

을 제시하였으나, 열차속도향상은 안전설비의 추가, 운영규칙(또는 지침)의 보완 등의 작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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