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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 investigation of interoperable process and interaction-facts between urban and new ATS 

signalling system for degrading, improvement or replacement in wireless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system of urban driverless transit. and investigate interoperable requirement from joint program of coop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system's standard process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n urban transit" of first year result.

1. 서론

본 논문은 무인자동운전(Driverless)이 가능한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Communications Based Train Control)의 실용화와 상호운영성을 목적으로 안전성평가, 성능평가 및 표

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ATS신호시스템이 노후 또는 개량의 필요시에 대체 적용할 경우

를 대비하여 기존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간의 상호운영에 필요한 공정절차와 인터페이스의 필요사항

을 검토하여 도출(안)을 제시하였다. 1세부 1차년도 연구결과로서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

스템의 표준체계구축 및 성능평가 연구개발사업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도출된 연구 성과는 현재 사용 

중인 ATS(Automatic Train Stop)신호시스템에 대하여 CBTC 시스템 적용을 위한 비교검토의 일부분이

며 2차년도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다.

2. 본론

2.1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운행을 감시·통제하는 종합관제설비, 지상에서 열차의 운행에 필요

한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지상설비, 지상에서 전송된 정보를 통해 차량의 운행조건과 열차속도를 제어하

는 차상설비 및 지상에서 차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유무선 열차제어통신망으로 구성되며, 철도 시스템

을 구성하는 인프라 설비, 서비스 설비, 안전 설비 및 차량 구성설비와 복합적인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기존의 궤도회로 대신에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열차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양방향 연속통신으로 대량 고

속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실시간 열차위치추적, 높은 정보전송량, 운전시격의 최소화를 통한 선로용량 

증대와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신호설비에 추가설치 및 기존 설비를 중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전

면적인 개량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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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구성도

2.2 ATS 신호시스템

도시철도 시스템의 하나인 서울메트로 1호선의 신호시스템은 궤도회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고

정폐색방식으로 폐색구간별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정보와 신호기에 연동되는 ATS 장치에 의한 

열차운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기존 유절연 분주궤도회로를 무절연 AF 궤도회로로 교

체하는 개량공사가 이루어 졌다. 신설된 동묘역에는 전자연동장치를 포함한 신형 신호시스템이 설치되

었고 신호기계실도 전자연동장치 개량공사가 완료되었다. 1호선 신호시스템은 수도권을 연계한 호환운

전을 위해 속도조사식 ATS 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신호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신호현시를 통해 기

관사에게 운전지령을 내리는 구조이다.

구 분 방 식 시스템 개요

신호방식 ATS지상신호방식

승무원에 의한 수동취급 운전방식으로 지상신

호 조건에 따라 그 지점에서 제공 받은 정보를 

다음 구간까지 기억 운전하며 제한속도보다 과

주시나 정지신호 구간 진입시 승무원이 취급하

지 않으면 자동으로 열차가 비상 정지함

운전방식 수동운전

폐색방식 고정폐색

제어방식 점제어방식

연동장치
계전연동장치, 

전자연동장치(PLC)

궤도회로 AF 궤도회로 무절연방식

그림2. 시스템 개요

2.2.1 ATS 장치구성도

지상선로 조건에 의한 신호현시상태에 따라 제어계전기함(QR-BOX) 내부의 계전기/콘덴서와 ATS지상

자를 통하여 제한속도 정보를 열차로 전송하기 위해 선로에 설치하는 장치로, 신호현시상태에 따른 속

도를 무시하고 운행될 경우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신호 보안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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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ATS 장치구성도

 2.3 무선열차제어시스템 구성에 따른 상호운영 방식 검토

 2.3.1 시스템 안전정 검토

 도시철도 1호선은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으로 열차가 실시간 운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스

템 개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준비하고 계획되어야 한다. 기존 설비와 CBTC 설비와의 장치별, 기

능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두 설비간의 병행운행을 위한 장치별 적합성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제안하는 신호시스템에 대한 조사 분석과 기존 신호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현황 분석이 필요하

다. 

2.3.2 시스템 운영 방식 검토

기존 ATS 신호시스템을 CBTC 신호방식으로 전면 개량하기 위해서는 기존 ATS 신호시스템 유지와

CBTC 신호시스템 설치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인 병행운행이 필요하므로 기존 ATS 신호설비의 중단 

없이 병행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장치와 차상장치 중 어느 설비를 먼저 선택하여 설치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하여 장, 단점을 분석해야 한다. 신규노선에 신호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노선에 ATS

에 동작하는 차량과 CBTC에 동작하는 차량이 동시에 운용될 수 있으므로, 지상장치든 차상장치든 어느 

한쪽에 2개의 시스템 설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개량방안으로 기존의 선로에 CBTC 지상 신호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CBTC 차상장치를 탑재한 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으로 기존 신호기의 신호 취급을 무시

하고 운행하며 선행열차가 ATS장치가 탑재된 열차라면 열차 후미에 어느 정도 여유 거리를 두고 운행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고 차량의 특성도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차상장치에 기존의 ATS차상장치와 CBTC차상장치를 모두 설치하는 방안이다. 기존 

차량에 CBTC 차상장치의 설치에 따른 공간 부족에 대비하여 ATS장치와 CBTC장치가 동시에 동작하는 

차상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방안의 경우 ATS지상설비 구간에서는 ATS장치가, CBTC 구

간에서는 CBTC장치가 반응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열차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

이 요구된다. 장기간 구간별 개량이 요구되는 경우로 구간별 개량이 요구되고 지상구간의 설비를 구간

별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3.3 ATS 설비와 CBTC 장치의 병행설치의 검토

서울메트로 1호선의 지상신호시스템은 기존의 ATS 지상자 및 PF궤도회로, 계전연동장치, 전자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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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PLC)와 관제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CBTC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기존의 ATS와 CBTC간의 인터

페이스에 대한 호환성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CBTC장치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시설

치구간을 설치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행운전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며 개

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차상장치에서 ATS와 CBTC장치를 동시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2.3.4 작업시간 검토

CBTC장치의 신호 시스템 개량 시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세밀한 대책 마련 및 검토가 요구된다. 

열차의 영업운전이 01:00 종료되고 전차선의 단전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각 분야별 시설물의 유지보

수를 위한 모터카 운행 등이 있어 부서간의 협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른 부서의 유지보수 작업

은 협조 차원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며 짧은 가용시간 동안 효율적인 설치 및 시험, 시운전을 위

한 시스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2.4. 병행운전 시나리오 검토

2.4.1 열차운영 시나리오 제시

병행운전으로 인한 운행선로에 ATS차량과 CBTC차량을 동시에 혼합하여 운행 시 

CBTC차량은 ATS차량에 근접하여 운행이 가능하나 ATS 차량은 다단계적용으로 차량 간 거리간격이 

생기는 방법에 대하여 개선책이 요구된다.

2.4.2 TF(Tasks Force)팀 구성

서울메트로 1호선 기존의 ATS설비와 향후 도입 예정인 CBTC 설비로 병행운전하기 위해서는 초동단

계에서 관련 분야가 협의하여 별도의 TF(Tasks Force)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병행운전에 따른 각 장치

의 안전 측면에서 검토하고 서울메트로 1호선 현장 설치 시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장치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4.3 관제설비 및 운전취급실 검토

기존설비와의 병행운전에 따라 관제설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관제설비와 병행해

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CBTC의 관제설비를 구성해야 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관제설비와 병행해서 운행한다면 두개의 시스템을 하나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된다. 서울메트로 1호선의 운전취급실은 Local Control 판넬 등이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추가 공간 확보 등 검토가 요구되며, 신호기계실에서의 CBTC 설치 작업에 따른 

먼지 발생으로 인한 기존의 산업용 컴퓨터의 먼지 유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4 병행운행에 따른 안전거리 검토 및 병행운전 단계

기존의 ATS 차상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열차와 CBTC 차상장치를 설치한 열차와의 운행거리 간격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이동권한 한계 구간을 열차가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비인가

에 의한 열차 이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비정상적인 열차의 이동시 즉시 비상제동이 적용되어야 하며 차

량의 특성에 따라 제동거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량의 노후화 및 눈, 비의 외부 영향 등에 

따른 차량특성 검토가 요구된다. 차량의 튜닝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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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운전 단계에 있어 기존의 ATS차량과 CBTC장치가 탑재된 차량과의 병행운행에 있어 운전방안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TS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내구연한을 반영하여야 하며 기존의 

차량을 CBTC장치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비첨두 시간대에 시범운영도 필

요하다. 병행운전 방안으로 CBTC가 장착된 차량이 기존 열차에 선행운전 및 후속운전 시 예상되는 문

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운행시격단축과 최소운전시격 운행에 따른 정차시간에 승하차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CBTC장치가 탑재된 열차가 선행운전하고 기존의 ATS열차가 후속운전 시 신호

시스템은 궤도회로를 기반으로 고정폐색방식 운행으로 선행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로 R/H시간대에 운

행 시 열차지연이 예상될 수 있다.

그림4. 병행운전 구성도

2.4.5 유지 보수 대책

선로변의 시설물과 신호기계실의 병행운전에 따른 작업과 시설물 증가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유지

보수 대책 방안을 검토하여 CBTC의 설치 작업으로 인한 신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주요장비의 이중화와 설비를 모듈화하여 장애발생시 복구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독자적 유지보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4.6 스트린도어(PSD)의 인터페이스 검토

기존 설비와 병행운전에 따른 PSD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PSD장애 시 열차운행과 관련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하며 PSD RF 간섭으로 인한 전동차 Door등 점등, 비상제동 체결방지 대책등에 대

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메트로에서 병행운전중인 2호선은 ATO 운행 시 PSD의 출입문 

제어는 연동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모든 열차의 ATO시스템이 완료된 후 적용 예정이다.

2.5 병행운행에 따른 이상동작 검토

2.5.1 절체시험에 따른 장애 대책검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설비와 열차제어시스템이 연동되는지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절체시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장애를 분석하여야 한다. 서울메

트로 2호선의 경우 절체시험이 시작될 때 주로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장애들 대부분은 새로운 장

치의 현장설치 시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접속불량 등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5.2 병행 운행에 따른 추, 충돌에 대한 검토

기존의 ATS신호시스템은 신호기에 의한 다단계 속도제어 지상신호방식으로 운행하고 열차운전에 대

한 판단을 기관사에 의존하며, 기관사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ATS장치가 부가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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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시스템 병행운전으로 선두에 ATS차량이 운행하고 후미에 CBTC 차량이 기존 ATS 신호방식 차량

을 뒤따르면서 추돌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5.3 전력 공급선 용량의 대책

기존의 ATS신호시스템은 고정폐색방식으로 1폐색 구간에 1량의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열차의 출발 

및 제동 시 전력공급선 시스템의 전차선이 부하가 안정적인 소비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CBTC차량의 

고밀도 열차운행은 임의의 구간에 다수의 열차운행으로 전차선의 많은 소비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전

력공급선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선행열차의 지연 등으로 후속 열차가 임의의 구

간에서 조밀하게 운행되었을 경우 열차과부하에 의한 전력공급 중단과 차량의 기기 손상 및 재 기동에 

따른 지연시간이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5.4 병행운행에 따른 주파수 특성 검토

ATS와 CBTC 병행운행에 따른 궤도회로 주파수의 상호 간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서울메트로 

지하철 1호선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각종 통신설비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간섭전파의 유입으로 인

한 CBTC 차상장치의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전파가 

어느 위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메트로 

2호선의 경우 ATS 차상장치가 ATO 궤도회로 주파수를 인식하여 오동작 하는 사례가 있어 면밀한 검

토가 요구된다.

2.5.5 레일절손 대책 

레일의 절손검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있어 유지

관리 비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5.6 열차위치 검지대책

열차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객수송을 위한 안전수단으로 CBTC시스템이 임의의 물리적인 

장애로(북한의 GPS 교란 등) 및 불합리한 조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설비로 구성토록 하기 위하여 

열차의 위치검지 및 점유 여부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5.7 CBTC 통신두절 시 운영대책

 CBTC시스템은 신호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신호 및 CBTC의 물리적인 장애로 인한 

일정구간 시스템 장애 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2.5.7 전선로(케이블) 

서울메트로 1호선의 전선로(케이블)는 포화상태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CBTC 설비를 위한 

신호기계실 설비와 실외 설비간 케이블 포설은 기존의 설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가급적 별도의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환경조건상 기존의 트레이를 이용하면, 신설 케이블은 일정 

간격으로 신설 케이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테스(Index)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사용하여 기존의 케이블

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제센터와 신호기계실의 열차제어 주 전선로(케이블)는 신호전용의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상호 통신하여야 하며, 주 전선로는 상용회선과 예비회선 2중계로 구성하고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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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고장 시 예비회선으로 무순단 절체되어야 한다. 관제실 및 신호기계실의 내부 LAN 케이블과 각종 

케이블은 Access floor내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와 전선로(트로프)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2.6 단계별 점검항목 작성검토

 단계별 검토사항으로 체크 리스트 점검 항목과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된 후 테스트를 실시한 항

목들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신설노선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기존 설비

와 병행 운전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시험항목으로 병행운전 운영 사례조사를 통하여 시스템 절체 

시험 도중 및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사례를 참고하여 점검 항목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차량 특성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로 정상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 범위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결론

무선열차제어시스템의 병행운전은 신설시스템이 기존 ATS 열차제어설비와 같이 설치되므로 상호간의 

정보송수신 및 인터페이스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선열

차제어시스템에 기존의 ATS신호시스템 기능을 통합하여 상호운영성을 확보하여 서로 다른 신호 시스템 

체계를 하나의 차상장치로 운용하는 방안과 서로 다른 신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두개의 차상장치를 운

용하는 방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기존의 시스템에 무선열차

제어시스템 적용 시 요구되는 상호운영계획 요구사항을 검토 제시하였다. 차년도 에서는 현재 연구수행

중인 열차제어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존신호시스템(ATS)과의 상호운영체계 구축 2단계로 상호운영계획

(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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