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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train control system shall operate a series of processes like system   designing, system 
production and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as a result of various requirements analysis presented in operation 
rules, operating guidelines for railway organizations etc, notified by the nation. Therefore, considering operation 
conditions, operation plan, linkage to railway network etc, the major document like system functional specifications, 
system development specifications, system test plans etc must be drawn up. In this paper we classify system 
operating scenarios required to prepare for system standard specification and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of CBTC system for urban subways supporting unmanned automatic operation, and adjust each of the operating 
status.

1. 서론

  열차제어시스템은 선행열차와 후속열차간 안전간격을 유지하고 선로선형(기울기, 곡선, 분기구간 등)

에 맞추어 열차주행속도를 제한하여 열차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설비이다. 신분당선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위치의 실시간 검지, 열차이동권한 설

정, 열차속도프로파일생서, 열차속도제어 등의 과정을 거쳐 열차사이의 안전간격을 확보한다.

  열차제어시스템은 국가에서 고시하는 도시철도운전규칙(일반철도에 적용되는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

철도운영기관의 운전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토대로 시스템설계, 시스템제작, 시스템

성능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도시철도운전규칙과 운전지침의 시스템요구내용과 시스템사양서

간의 불일치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열차운전조건, 열차운영계획, 철도망 연계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열차운영시나리오(또는 열차운영개념)를 필요로 한다. 열차운영시나리오는 철도운영부분과 열

차운전부분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철도운영부분은 표.1과 같이 열차표정시간, 열차평균속도, 열차운행시

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열차운전부분은 열차제어시스템의 기동, 열차등록, 열차입환, 열차진로, 열차

주행 등을 포함한다. 영국의 간선철도망에 ETCS　 level_2를 적용하기 위해서 작성된 ERTMS 

operational concept[1]은 운영자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고 ERTMS가 제공하는 추가항목의 선

정을 위해서 사용된다. ERTMS operational concept은 열차준비, 영업운전, 열차출발, 속도제한 , 열차

진로, 열차입환운전, 작업구간, 열차이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의 운전, 건널목 운전, 장애열차의 지원, 성

능저하모드에서의 작업, 차상에 설치된 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

영하여 신분당선, 부산-김해 경전철과 같이 도시철도에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한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

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열차운전부분에 대한 열차운영시나리오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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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목표값

열차운행조건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주행시간 -

열차평균속도 38km/h

첨두시간대에서의 열차운행시격 2.73분 미만

비첨두시간대에서의 열차운행시격 5분 미만

정상운행상태에서의 최소운행시격 2분

최소설계운행시격 90초

역정차시간
혼잡한 역사 또는 환승역사 40초

기타 역사 30초

표 1. Sydney metro의 train service parameters 

2. 본론

2.1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열차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한 무인(driverless)자동운전

을 지원한다. 열차제어시스템은 그림1.와 같이 지상설비와 차상설비로 구성되며, 지상-차상간 양방향통

신을 지원하는 열차제어용 통신망을 사용한다. 지상설비는 ATS, ATP, ATO 및 트랜스폰더를 포함하며, 

차상설비는 ATP 및 ATO가 포함된다. 지상ATP가 제어할 수 있는 열차는 최대 40편성이며, 열차의 성

능최대속도는 150[km/h]이며, 열차최소운행시격은 90[sec]이다. 

그림1.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조

2.2 열차제어시스템 요구사항

  열차제어시스템의 열차운영시나리오와 개발사양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1) 열차운전모드

 우선적으로 열차제어시스템이 열차를 제어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제한하였다.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

제어시스템의 제어영역내에서 열차제어시스템 차상장치를 장착한 열차만을 제어한다. 또한 제어영역을 

진입하는 것과 제어영역을 진출하는 열차를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성능저하운전(Degraded train operation)

  성능저하운전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치하는데 필요한 관리항

목을 말한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통신, 터널, 열차운전, 정전, 역사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항목을 마련하여야 하며, 열차운전의 경우 준비해야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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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enger Safety, Blocked lines(Closed Loop Train Movements, Shuttle Movements)

- Blocked Line Between Two Stations, Blocked Line Through Station Platform

- Loss of ATO/ATP function(Loss of ATO on One Train, Loss of ATO Throughout an 

Area, Loss of ATP Throughout an Area, Loss of ATP on One Train)

- Recovery of Stalled Trains, Platform Stopping Point Missed, Failure of Train 

Passenger Door Sets, Loss of Traction Supply 

4) 자동화수준별 기본 기능

  열차제어시스템의 자동화수준은 운전자 육안운전(TOS: On-sight train operation), 수동운전(NTO: 

Non-automated train operation), 무인운전(DTO: Driverless train operation), 무인운전(UTO: 

Unattended train ope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도시철도운영상황을 반영하여 자동화수준별

로 열차제어시스템이 담당해야할 기본 기능은 표2.와 같다.

기본기능
자동화수준

TOS NTO STO DTO

Ensuring 
safe 
movement 
of trains 

Ensure safe route x system system system

Ensure safe separation of trains x system system system

Ensure safe speed x x system system

Driving Control acceleration and braking x x system system

Supervising 
guideway 

Prevent collision with obstacles x x x system

Prevent collision with persons x x x system

Supervising 
passenger 
transfer

Control passengers doors x x system system

Prevent injuries to persons between 
cars or between platform and train x x x x

Ensure safe starting conditions x x x system

Train 
operation

Put in or take out of operation x x x x

Supervise the status of the train x x x system

Train diagnostic, Detect fire/smoke and derailment

Handle emergency situations
x x x x

표 2. 열차제어시스템의 자동화수준별 기본기능 

3) 열차진로제어

  도시철도의 선로구조는 일반철도나 고속철도와 비교해서 매우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열차진로제어

를 담당하는 전자연동장치(electronic interlocking)를 각 역마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림 2.와 같이 제

어영역별로 열차진로제어를 담당하는 전자연동장치를 설치하고, 각 역에 있는 선로전환기(switch)와 신

호기(signal)의 제어를 담당하는 현장제어기(local controller)를 설치한다.

그림 2. 열차진로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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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항  목

열차제어시스템 기동
- 열차제어시스템 기동

- 열차제어시스템 장애에 따른 재기동 등

열차의 등록 및 삭제

- 열차번호 등록

- 제어영역 천이구간에서의 열차번호등록

- 제어열차의 핸드오버

- 등록된 열차번호 삭제 등

입환

- 임시입환구간 설정 및 해제

- 임시입환구간의 확장

- 열차의 임시입환구간 진입 등

열차진로

- 열차진로설정의 요청

- 열차진로충돌검지

- 열차진로설정 등

이동폐색진로 설정 - 이동폐색진로 설정

열차진로해제
- 열차진로 자동해제

- 열차진로 수동해제

열차개방(비상)운전 - 관제운영요원의 명령

표3. 열차제어시스템 운영시나리오의 구분 및 세부항목

  열차진로제어를 담당하는 연동논리는 역구내를 논리블록으로 분할하거나 차축검지장치와 같은 열차검

지장치를 사용하여 궤도회로기반의 연동논리를 활용한다.

2.3 열차제어시스템 성능평가 인프라

  무인(driverless)자동운전을 지원하는 도시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의 성능평가는 도시철도영업노선과 

가까운 환경에서 수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전남 목포부근에 위한 대불선(일로역~대불역)에 도시철도영

업노선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고, 2편성 이상의 도시철도차량을 시험열차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3. 대불선 개요도

2.3 열차제어시스템 운영시나리오

  열차제어시스템 운영시나리오는 열차제어시스템에게 요구되는 기능사양서 및 개발사양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된다. 본 운영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과 상위레벨에서 열차

운영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영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ATS, ATP, EI가 수행

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지상장치와 차상장치가 수행하는 것으로 운영시나리오를 작성

하였다. 열차제어시스템의 운영시나리오는 운영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상황과 기본상황에 대응

하기 위한 절차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해야 할 운영시나리오의 기본상황을 표.3과 같이 분류하

고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기본상황의 몇 가지 예는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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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구간의 해제후의 열차개방운전 등

열차이동

- 열차이동권한의 요청

- 열차이동권한의 감시

- 열차이동권한설정시 운영요원의 책임

- 열차이동권한 확장

- 열차이동권한 단축

- 폐쇄구간(차단구간) 설정

- 임시속도 설정 등

장애 - 열차제어용 무선통신망의 장애 등

상황 1단계 상황 2단계 상황 3단계

▪지상장치는 지상장치의 재기동을 

요하는 고장을 검지하였다.

▪지상장치는 설정한 MA를 삭제하

지 않으며, 열차는 MA내에서 계

속 주행한다.

▪다른 고장이 검지되지 않는다.

▪시스템 운영요원은 제어영역내에 

설정된 모든 이동권한의 타임아

웃(time-out)을 준수한다.

▪시스템 운영요원은 제어영역내에 

설정된 모든 이동권한의 타임아

웃(time-out)을 준수한다.

▪시스템 운영요원은 음성통신을 

통해 조치사항을 명령하거나 열

차의 등록, 위치 혹은 열차 상태

를 변경한다.

▪시스템 운영자는 TSA(임시입환구

간)을 설정하고자 한다.

▪열차이동이 예상되지 않는다.

▪안전거리를 포함한 TSA의 어디

에도 열차진로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동권한이 설정된 열차가 TSA

내에 있다.

▪시스템 운영자는 지상상치에 

TSA 활성화를 명령한다. 

▪이동권이 없는 열차가 TSA 내에 

있다.

(열차1편성에 대한 이동권한 확장)

▪열차가 역에 접근하고 있다.

▪제동곡선에 닿기 전에, 차상장치

가 지상장치에게 이동권한연장을 

요청한다.

▪지상장치는 열차가 계속 주행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 운

용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다.

▪지상장치는 경로가 비어 있는지 

판단하지 않는다. 

▪지상장치는 선로전환기 1과 선로

전환기 5에 열차 이동을 위해 지

정위치로 전환하라고 요청한다.

▪지상장치는 완전감시이동권한을 

부여한다.

(열차2편성 이상에 대한 이동권한 

확장)

▪10번 열차와 20번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동곡선에 닿기 전에, 각 열차의 

차상장치는 지상장치에게 이동권

한의 연장을 요청한다.

▪지상장치는 열차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 운용 데

이터베이스를 확인한다.

▪지상장치는 선로 1에 대해 그날 

같은 시간대의 또 다른 열차 경

로를 검지한다. 

▪지상장치는 시간충돌을 검지하지 

못한다.

▪10번 열차가 계획보다 더 오래 

그 선로를 점유한다.

▪10번 열차에 대한 열차 진로가 

여전히 설정되어 있고 쇄정되어 

있다.

▪지상장치가 20번 열차의 열차 진

로를 요청한다.

▪임시속도를 설정한다.

▪선로책임자는 임시속도구간설정

과 관련된 정보(선로구간(km) 및 

제한속도 등)를 시스템운영자게 

통지한다.

▪임시속도제한 위치를 통과해야 

하는 열차에 이동권한이 부여되

지 않았다.

▪임시속도제한 위치에 접근하고 

있는 열차에 이동권한이 이미 부

여되었다.

▪비상상황이 아닌 경우

▪비상상황

표 4. 열차제어시스템 운영시나리오의 기본상황(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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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도시철도운전규칙과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개발사양의 실용화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열차

제어시스템 운영시나리오의 기본사항을 구분하고 상세내용을 작성하였다. 본 논문의 운영시나리오는 

도시철도운영조건을 가능한 만족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도시철도 영업운전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모

든 공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열차제어시스템의 자동화수준별 기본기능

을 조정하고 있고, 대불선에 구축예정인 성능평가인프라의 여건에 의해서 운영시나리오의 일부변경이 

예상된다. 향후에는 운영시나리오의 주요한 기본상황을 대상으로 한 운영절차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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