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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 운행 중 갑작스런 고장 시 운전자의 패닉 상태

로 인한 상황대처능력 미흡으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지하철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의상황판

단이 차량안전운행 및 승객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만일 차량운행에 관한 정보를 관

제실에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

애발생 등 긴급상황 시에 사령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대형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차량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표

준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조

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IT융합기술개발을 활용

함으로써 도시철도차량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운행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국내외 현황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메트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차량

운행 관련 정보가 종합제어장치에는 전송되나 종합사령실로

는 전송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분당선, 부산교통공사 4호

선 등의 경우에도 종합제어장치 및 차량관련 일부 정보를 종

합사령실에서 감시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있으나 TRACE

DATA 등 주요기기의 상태정보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를 기지에서 수동으로 데이터를 취득함으로

써 시간적인 낭비 및 비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고장 발생시 기록유지가 안되고 영상 및 음성 등 기록이 없

어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부산교통공사 4호선 및 국외(일본의 유리까모메, 포

트라이나 등)의 무인운전시스템은 Table 2와 같이 중앙제어

및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감시정보가 제한적이다.

Abstract In the case of the existing train control system, the driver monitors the condition of the vehicle through a com-

posite controller device that displays various information on a screen in the vehicle. However, when problems arise such as

car trouble, it is difficult for the drivers to take action immediately. In addition, maintenance personnel have to manually

save data one by one after storing the vehicle to analyze control information of the main devices such as the brake controller

and auxiliary power. To improve these points, a system that sends and receives all information in real time should be estab-

lished by installing a sensor communication network and a surveillance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rail vehicles by suggesting a standardized method for train control and surveillance system.

Keywords : Monitoring System, EMU, Standardization

초 록 기존 전동차 제어시스템의 경우에는 종합제어장치를 통하여 차량 내의 각종 정보를 운전자 화면에 현

시하여 운전자가 차량의 상태를 감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고장 등과 같이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당황하여 정확한 고장조치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제동제어기 및 보조전원장치

등 주요장치들의 제어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차량이 기지에 입고되고 난 후에 유지보수원이 현장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유지보수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차량 내에 센서통신네트워크 및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 내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동차 제어 및 감시시스템의 표준화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차량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유지보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주요어 : 감시 시스템, 전동차,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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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부산교통공사 4호선의 경우에는 Table 3과 같이 총

58항목의 차량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2.2 국내외 현황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전동차 감시 및 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도시철도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2는 제안하는 실시간 전동차 감시 및 제어시스템

을 구성하는 H/W 및 S/W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전동차

감시 및 제어시스템은 차상운행안전장치(TMS; Train Manage-

ment Safety System)과 지상고장 분석장치(MIDAS; Maintenance

Information Direct Access Syste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동차 감시 및 제어시스템은 인버터, 제동제어기 등 차

량내에 설치된 각종 장치의 Trace Data를 수집하여 분석함

으로써 차량의 안전성 및 가용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차

량에 온도센서 및 진동센서 등을 설치하여 온도 및 진동 등

의 조건별로 변동율을 계산함으로써 차량의 각종 장치들이

안전하게 동작되도록 하는 첨단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상운행안전장치 개발

 − TRACE DATA, 제어기 정보 수집 및 센서 기술개발 

 − 차상정보수집장치 개발

 − 차내 통신망 네트워크 기술개발

2) 지상고장분석장치 개발

 − 지상감시, 제어 및 분석장치 H/W 및 S/W 개발

 − 차상망 및 지상망 연계 통신망 기술개발

3) Event Recorder/분석시스템 개발

Fig. 1 Existing vehicle information system

Table 1 TCMS device recording management & main device data – Gwangju Metro

Section
Storage capacity

(unit:count)
Recording time Recordings

TCMS

(Cab)

Driving record 72hr. 1 sec. - 68 Items(reversing gear etc.)

Failure record

TC state(500) Event - Contents of state failure

TC(100) Event - Contents of TC failure

CC(100) Event - Contents of CC failure

Doors recording data
1day(3000/

TC & CC)
250ms. - 42 Items(Driving mode etc.)

Sub-device failure 

recordings

(TRACE DATA) 

VVVF inverter 3(0~2) - - 33 Items(Motor overcurrent etc.) 

SIV 4(0~3) - - 28 Items(Conflict auxiliary power supply)

ECU recordings 6(0~5) - - 48 Items(Pneumatic braking-system)

CMSB device 2 - - 8 Items(Output over current)

Signaling device

(Cab)

ATC/ATO/TWC

(Onboard signaling device)
45 min. 250ms

- 27 Items(ATC door miss match)

- 17 Items(ATO ATC1 Comm. Fault)

- 10 Items(TWC invalid TWC MSG)

Table 2 Comparison of transmission information

Section
Busan Trans. 

Line 4
Toneri Yurikamome Portliner

Subway → 

Railway
44 36 36 16

Railway → 

Subway
14 7 7 15

Total 58 45 45 31

Table 3 Transmission information in Busan Trans. Line 4

Section Transmission information

Subway → 

Railway
44 Item

Driving mode, Stop/Back, Emer gency 

Braking, Failure Broadcasting System, 

Reception ATP 01/ATP 02, Battery on/

off, etc.

Railway → 

Subway
14 Item

Deceleration control for ATP, Reset for 

Emergency Braking System, Air-

Conditioner on/off, Temporary 

Speed (37, 27, 17,5k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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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차상운행안전장치(TMS)

차상운행안전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제어장치 및 센서로부

터 동작상태별 실시간 요소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지상고

장분석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치의 기능에

대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차

상운행안전장치는 종합제어장치가 보유하고 있는 966개의 차

량정보를 받고 차량에 설치된 감지기(전압, 전류 등) 및 센

서(온도, 진동, 소음 등)로부터 LAN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받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2.2.2 지상고장 분석장치(MIDAS)

지상고장분석장치는 차상운행안전장치로부터 생성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상태를 분석하고 감시하며 필요시 제

어정보를 차상운행안전장치로 전송하여 차량을 제어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유무선지상통신망을 이용하여 차상운행안전

장치와 정보를 교환하며 신뢰성분석시스템(Reliable Centered

Maintenance)을 이용하여 차량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

성한다. Fig. 4는 차상운행안전장치, 지상고장분석장치 및 장

치간 인터페이스 등 실시간 전동차 감시 및 제어시스템을 나

타내고 있다.

2.3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실 노선에 구축될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로 장애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고장조치를 통하여 대

Fig. 2 Driving safety system - EMU

Fig. 3 Train management safe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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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 예방 및 운전자 대처능력 향상 기대되고 둘째로 차

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함으로써 차량기지에서 수

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과 업무를 줄여 유지보수 편

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셋째로 차량의 운행편의성

향상 등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IT융합 기술적용을 통해 차량 및 인프라의 효

율적인 관리, 운영비 절감 및 도시철도 운영기술 선도하고

기존 도시철도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24시간 도시철도 운영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3. 결 론

도시철도는 수동운전방식에서 자동운전방식을 거쳐 무인

운전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무인운전개념이 도입되

면서 도시철도 서비스 구간에서 감시해야 할 대상 및 정보

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시

스템의 편의성, 안전성 및 유지 보수성을 보다 향상하기 위

한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

족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 및 센서 등 감시관련 정보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수동적인 감시체계로는 이

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차량운행정보

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표준화

방안 및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

해 도시철도 운영자들이 승객들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

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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