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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to Go System에서 속도제한 구간 진입 시 

속도준수를 위한 제동제어 시점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Brake Regulation Point to Obey Velocity Limits for Entering Speed 

Restriction Regions in the Distance to Go System

김태규·이종우*

Tae-Kyu Kim·Jong-Woo Lee

1. 서 론

신호 장치는 철도의 발전에 따라 역간의 운행허가와 정거장의 진입허가 등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열차의 운행률을 높이

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동력과 선로의 구조 등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운행선로의 선로제한속도까지도 제어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하는 신호기도 선로 변에서 차내 신호 현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선로변 신호기인 ATS(Automatic

Train Stop)는 160Km/h이하에서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고 앞 열차와의 거리만 통제하고 있어 선로의 속도 향상에 따른 새로운 신호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부, 호남전라, 경춘선 등에 Distance to go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사들의 제동제어 시점도 선로변

의 표지나 신호기 기준에서 차내에 현시되는 정보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고속열차에 사용하는 ATC(Automatic train control: TVM-430)는 신호의 조건은 차내에 현시하지만 기관사는 현시된 신호에 따

라 선로 변에 설치된 표지를 기준으로 운전취급을 한다. Distance to go system도 고속운행에 따른 불안정한 요인들로 인하여 열차

의 운행조건을 차내에 현시하여 기관사에게 연속적인 운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운행선로의 선로제한 속도 등을 주로 차

내에만 현시하여 자동제어의 기능이 없이 기관사의 감각에 의하여 운전하는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형태를 볼 때 선로제한 속도가

Abstract Train speed controlling systems are now changing from wayside systems to onboard signaling systems. Loco-

motive engineers refer to wayside markers to decide on a braking point when the train speed appears to be lower than the

current speed. However, in the onboard signaling systems that have been installed recently, the braking point is not deter-

mined by the wayside signal but by an onboard value. In this paper, we studied braking points and methods for deciding on

such points by engineers using the onboard systems. An optimized braking point is proposed via simulation of decelerating

velocity to control the velocity in the signaling system through a predefined point; Gaussian distributions are used to simu-

late the actual situation. We estimated and demonstrated how to obtain braking parameters in order to satisfy the interval of

permitted error.

Keywords : Onboard signaling system, Distance to go, Wayside makers, Braking point, Gaussian distribution

초 록 철도에서 신호 장치는 지상신호 장치에서 차상신호 장치로 전환되고 있다. 기관사들은 현재까지의 지상신호 장

치나 과거의 차상신호 장치의 경우 차내 신호에 현재속도보다 낮은 속도가 현시되거나 운행선로의 속도가 낮아질 경우 선

로변 표지를 기준으로 제동제어 시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차상신호 시스템에서는 선로변 표지를 참고하지

못하고 차상신호 현시 값에 의해, 적정 제동시점을 찾기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철도에서 사용되어지는 차상신호

시스템에서 기관사들의 제동제어 시점 및 방법을 연구하여 신호 system의 제동제어 감속도를 simulation하여 최적 제동제

어 시점을 설정하고 그 점을 중심으로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제동거리의 오차 범위가 안전거리

내에 있음을 증명하고 평가하였다.

주요어 : 차상신호 장치, Distance to Go, 선로변 표지, 제동제어시점, 가우시안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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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지점에서 열차가 그 속도를 준수할 때까지 차내 신호system 속도지시계와 제한속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기관사는 선로 변

을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선로의 제한속도 준수를 위한 제동제어시점도 이제는 신호장치에 안전거리를 적용하여 실제 속도를 적용해야 할 지점과 차이가

있어 선로변의 표지를 기준으로 제동제어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곡선 제한속도의 제동제어는 유럽의 선로와 달리 선로의 최고속도보다 속도제한을 받는 곡선이 많은 국내의 선로를 볼 때

기관사들이 제동제어 시점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Distance to go system에서 선로제한속도에 대한 제동거리 부족 경고의 시점과 달리(신호장치의 속도제한 경고시

점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려면 열차의 속도를 급격히 감속시키거나 신호장치가 제동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 함) 기관사가 제동제어

시점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논문의 제동시점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 최적화에 관련된 것이 있고[1],

ATO 운전에서 TPS를 구하기 위해 정확한 제동시점에 관한 연구가 있다[2]. 기관사들이 제동시점과 제동 패턴에 따라서 열차운전

시격에 영향을 미친다. 기관사의 제동시점과 제동패턴에 따른 제동시간과 기관사가 제동시점에 대한 최소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

다[2]. 

본 논문은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에서는 KTX차량에 사용하는 신호장치 종류에 따른 제동제어에 대해 설명하고 각 신

호장치들의 속도제어 원칙과 기관사의 제동패턴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Distance to go system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 후의 기관사의 제동제어 시점의 문제점 및 선로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한 제동제어 시점에 대한 simulation을 통해 안전거리를 축소하여 선로변 표지에 따른 운전이 가능함을 증명하였으며 제4장에서

는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2. 열차제어장치에 따른 속도제어

2.1 지상신호 방식의 속도제어

지상신호 시스템은 폐색을 이용하고, 각 폐색 마다 선로 변에 속도제어를 위한 신호기가 설치된 시스템이다. 차량의 속도는 선로

변에 설치된 신호기 현시를 통해 속도를 제어를 하며, 이 방식은 Speed to Target 방식이다. 신호기는 열차간 거리에 따라 제한속

도를 운전실 표시장치에 표시하고 기관사는 정해진 제한속도 이내로 Fig. 1과 같이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할 경우 ATS system은 비상제동을 명령한다.

지상 신호장치의 경우는 제동시점을 고정되어 있는 신호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기관사는 직감적으로 감속도를 제어 한다. 기관사

가 숙련될수록 거의 정확하게 속도 목표지점과 일치하도록 속도제어를 한다.

속도가 제한된 특정 구간을 진입할 때 속도제어는 신호제한속도처럼 선로 변에 설치된 표지를 기준으로 기관사가 적절하게 속도

제어를 한다.

Fig. 1. Speed step braking system.

2.2 차상 신호시스템(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 속도제어

ATC신호 시스템은 지상신호 시스템과 동일하게, 선행열차 위치 혹은 기타 속도제약 조건에 의해서 각 폐색구간마다 속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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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차상신호 시스템은 허용속도를 차상장치에 현시 한다. 기관사는 차상에 현시된 신호와 지상에 설치된 폐색경계 표지를 기

준으로 속도를 제어한다[5]. 

차상신호장치는 연속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감시할 수 있어, 열차가 설정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때 자동적으로 열차에 제동을

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속철도는 차상표시 속도를 운행공학을 고려하여 그 수를 한정시키고, 차상표시 속도의 계산은 폐색구간의 수에 의존한다.

 - 폐색구간 수 : 4개

 - 차상표시속도률 : 300-270-230-170-000

 - 1개 폐색구간 길이 : 1500m(평탄선 기준)

정지 또는 감속과정의 첫 번째 폐색구간은 기관사에게 주의경고를 표시하는 경고폐색구간(advance warning block section)이다.

조기경고폐색구간은 최대속도로 열차가 주행하는 거리를 포함하고 과주여유폐색구간(overlap)은 두 열차 간의 보호되어야 할 지점

사이에 설정된다.

차상신호 시스템의 장점은 연속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감시할 수 있다.

2.3 폐색 시스템(Block Based Control System) 속도제어

폐색을 이용한 속도제어는 Fig. 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관사에 따라서 제동 인가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시스템의 특성이 달

라진다. 

각 폐색에서 속도제어는 식 (1)을 이용하여 수행한다[3,8].

(1)

ltcfs = 상용제동에 필요한 이론상 폐색구간 길이

Effort(v) = 열차속도에 따른 상용제동력

ds = 단위 이동거리

Md = 열차의 동적중량

Vi(p) = 폐색구간 P의 종단에서 준수되어야 할 속도

Fig. 2에서 점선은 폐색의 경계를 나타내고, 곡선은 제동곡선을 나타낸다. 제동곡선은 제동시점과 진출속도에 도달하는 점을 나타

낸다. 제동시점과 제동종점은 Fig. 2과 같이 중심극한 값을 이용하면 Gaussian distribu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2.4 Distance To Go 속도제어

Distance To Go 제동 방식의 속도 곡선은 Fig. 2와 거의 같다. 다른 점은 폐색진입점이 제동시점이고 폐색진출은 열차의 정지점

에 해당 한다. 제동곡선의 특성은 기관사에 따라서 제동 인가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림 2와 같

이 다르게 나타난다. Fig. 2에서 수직점선은 폐색의 경계를 나타내고, 곡선은 제동곡선을 나타낸다. 제동곡선은 제동시점과 진출속

Fig. 2. Entering and exit positions and sp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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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도달하는 점을 나타낸다. 제동시점과 제동종점은 Fig. 2와 같이 중심극한 값을 이용하면 Gaussian distribu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폐색시스템은 Speed to Target으로서 공간목표를 정하고 속도를 감속하지만, Distance To Go 제동 시스템은 속도를 목표로

제동을 체결한다. 공간목표 속도제어 와 속도를 목표로 제동을 체결할 경우 Fig. 3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Fig. 3에서 점선

은 공간목표 속도제어를 나타내며, 실선은 속도목표를 나타낸다. Distance To Go 방식은 다단계 방식이 아니고 1 stop 방식이다.

2.5 기존방식과 Distance To Go 속도제어 비교

선로의 제한속도(곡선, 특별한 선로 속도 제한 등)를 준수하기 위하여 Distance to go system의 열차제동제어 시점을 결정하기 위

한 KTX차량의 제동제어 시점에 대하여 차상 기록장치인 ATESS 조사하였다.

부산행 제133열차의 용산-노량진 구간에서 노량진역 진입속도 80Km/h에 대한 기관사들의 제동제어시점과 속도를 Distance to go

system사용 전 15개 열차와 사용 후 15개 열차를 비교하였다.

Fig. 4에서 보여지듯이 Distance to go system을 사용하기 전보다 사용 후에 제동시점은 평균 약100m정도 빨라졌으면 목표속도

Fig. 3. Position targeted vs. speed targeted braking curves.

Fig. 4. Braking points at Noryangjin station entering point in down direction of Seoul-Busan line.

Table 1. Deceleration ratio to speed of KTX[7].

Speed(Km/h)
Regenerative deceleration ratio 

(m/s2)

Rhestatic braking ratio 

(m/s2)

Disc braking ratio 

(m/s2)

0 ≤ V ≤ 15 0.194(mean)
0.113(mean)

0.942
15 ≤ V ≤ 55

0.388
55 ≤ V ≤ 160

0.227160 ≤ V ≤ 215 0.279

215 ≤ V 231
0.706

231 ≤ V 300 0.200

Average deceleration ratio 0.328 0.199 0.875



김태규·이종우

43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5호 (2015년 10월)

도달 지점은 평균 약300m 빨라져 그만큼의 열차의 운행시간 손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KTX차량 제원 제동력을 기준으로 KTX감속도를 산출하면 Table 1과 같다. 중요한 것은 Distance to go system을 사용하기 전의

평균 감속도는 0.287m/s2로 회생제동의 약 70%정도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기관사들이 전기제동만으로 제한속도에 따른 감속을 하

였으나 Distance to go system사용 후에는 0.375m/s2로 회생제동의 97%를 사용하였다. 이 값을 보면 일부의 기관사들이 제한속도

를 준수하기 위하여 Disk제동을 사용하였거나 Distance to go system이 제동제어에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 Distance to go system

을 사용하기 전에는 선로변 표지(곡선표지, 속도제한표지 등)를 기준으로 기관사들이 감각적으로 제동제어시점을 판단한 것이고,

Distance to go system을 사용 후에는 목표속도와 목표속도지점까지의 거리가 차내신호 현시장치에 표시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도 제동제어시점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면 기관사들은 운행선로 전방을 정상적으로 감시하지 못하면서도 훨씬 불안전한 운전취급

을 했다고 볼 수 있다.

Distance to Go 제동과 Speed to Target의 속도제어 방식은 Fig. 4와 같이 제동체결 위치 값 및 제동체결 속도 값 들은 일정하지

가 않고 분산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Distance to go system은 속도준수 지점의 선로 변에 어떤 표지도 설치되지 않는다. 신호

장치가 목표속도까지의 거리를 알려주지만 감각적 시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동제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어떤 균일 점을 찾기 어렵다. 이 제동특성에 대한 모델링은 3장에서 수행한다. 

3. Distance to Go 제동제어

3.1 Distance to Go System의 곡선제한속도제어

철도공사 KTX열차의 Distance to go system 속도제어 값은 다음과 같다.

 ·가속도 : 1.6Km/h/s (0~200km/h 평균가속도)

 ·제어감속도 : 2.1Km/h/s

 ·SB감속도 : 2,52Km/h/s

 ·EB감속도 : 3.7Km/h/s

 ·공주시간 : SB,EB : 3.5s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선의 평균속도는 135km/h이며, Fig. 5는 135km/h에서 제동곡선이다.

Fig. 5. Braking curves of 135Km/h system.

Distance to go system에서 가속구간에서 가속을 어디에서 멈추고 제동제어 시점을 어느 위치로 정해야 하는지 기관사는 파악하

기 어렵다. 한국철도공사 일반선 운행 구간에서 보편적인 선로최고속도 135Km/h와 경부·호남선 구간에 가장 많은 곡선 600R의

경우 안전거리로 인한 운행 시간 손실을 계산해 보면 t = s/v = 7.73sec로 한 개의 600R곡선마다 7.73sec의 운행시간 손실이 발생한

다. 실제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만 보더라도 곡선 600R이 6개(경부 하1선 기준)로 운행 시간 손실만 약46sec이다.

구간에 따라 일반선의 평균 최고속도는 135Km/h보다 높으며 서울역~노량진역간 운행속도 ATESS분석처럼 최고속도까지 가속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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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곡선제한속도에 따른 Distance to Go System 속도 제어

국내 일반선(경부·호남 선)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곡선600R의 제한속도 110Km/h를 기준으로 신호system의 제동제어 감

속도와 차량의 감속도 관계를 보면 목표속도가110Km/h일 때 125Km/h에서 신호system이 제동을 체결했을 경우 감속도 “0.63m/s2”

을 기준으로 볼 때 목표속도 지점의 속도가 약 122Km/h되며, Table 2에서 표시된 캔트에 따른 곡선최고속도 114.9Km/h를 7.1Km/

h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상용 제동을 체결하는 경우 0.63m/s2이 감속력이 적용되어, 최적의 운전시격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600R 곡선을 기준으로 안전거리 축소를 위한 신호system의 제동제어 감속도를 simulation하였다. 현재의 신호system 제

동제어 감속도(0.63m/s2)에서 0.03m/s2씩 줄여가며 simulation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냈다. 감속도 0.33m/s2에서 신호system이 목표

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125Km/h에서 제동 개입을 했을 경우 안전거리가 최소화되었고 그 지점의 속도도 113.4Km/h로 캔트에 따른

곡선최고속도(km/h) 최대 허용속도 114.9Km/h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Fig. 6의 안전거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최대 허용속도를 초과

하지 않는다. 

따라서 Distance to go system의 속도연산기능을 이용하여 KTX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제동제어시점을 음향이나 시각으로 알려

주고 정차제동제어와 감속제동제어에 대한 신호system의 제어 감속도를 따로 적용하여 감속제동제어 감속도를 낮추면 Fig. 7처럼

Table 2. Maximum speed to radii(In case of cant deficiency applied to curves).

Radius(m) 400 500 600 700 800

Maximum speed to cant 

(km/h)

93.8

(97.4)

104.9

(108.9)

114.9

(119.3)

124.1

(128.8)

132.7

(137.7)

Table 3. Train over speed at 600R marker to speeds of distance to go system.

Revenue braking speed 

(Km/h)
200 160 150 135 125 115

Speed at 600R mark

(Km/h)
110 118 120 121 122 115

Fig. 7. Velocity curves depending on braking ratio.

Fig. 6. Speed limit line in curv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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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관사가 제동제어시점의 위치를 지나쳐서 불가피하게 신호system이 제동을 체결하더라도 곡선최

대허용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system의 정차제동제어 감속도까지 변경하는 것은 정차할 때 운전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

여 효과적이지를 못하다. 단순히 선로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한 system 제동제어 감속도 값만을 변경하여 제동제어시점을 계산하

고 그 위치를 기관사에게 경보해준다면 곡선 최대허용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운전시간도 단축되며 Fig. 4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안

정한 제동제어시점을 보이지 않는다.

3.3 Distance to go system 열차 제동제어 모델링

열차의 제동력의 속도와 거리는 식 (2)로 표시된다.

(2)

위치목표 속도제어에서 as는 거의 일정하지만, 속도 목표 속도제어에서는 as값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3)

최대 감속도 as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tu이며, 이 값은 차량의 제동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

단 : 최대 제동력을 초과할 수 없다.

(4)

(5)

제동거리는 기관사 응동속도 tb, 차량의 충동율 값 J, 제동력 상승속도 tu, 제동력 as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Fig. 8과 같이 목표속도에 대한 제동제어는 거리에 대해서 각기 다른 속도프로파일을 갖게 된다. 얇은 실선은 실제 발생할 수 있

는 제동곡선을 나타냈으며, 굵은 실선은 등가 제동속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Distance To Go 방식에서는 차량에 현시된 속도를 추종하기 때문에 식 (5)보다는 거리증가(Distance Increment) 모델이 적합하다.

이 모델은 거리 증가에 따라 주행시간 및 그 위치에서 속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ti는 ∆li위치에서 속도 v(i)로 ∆li를 주행하는 시간이다. 

(7)

(8)

tbt은 제동시간이며, v(li) 제동시작점, v(lf)제동 종점을 나타낸다. 

(9)

 (10)

제동을 체결하기 전에 열차속도는 선로에서 허용되는 최대속도로 주행을 하며, 제동을 체결했을 때, 속도가 거리에 따라 변하게

α t( ) a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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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속도 제어는 식 (10)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감속도 a(li)에 따라 결정되며, 식 (3)에 의해서 결정된다. 식 (3)의 모델과 같이 제

동력의 증감은 외부입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목표속도 제어에서, 속도곡선을 등가 속도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Fig. 9에서 점선은 실제로 제동곡선을 묘사한 것이고, 실선은

점선에 대한 등가 속도곡선이다. 이 등가 속도곡선은 admissible braking curve로 점선의 제약조건을 만족한다.

Proposition 1: 제동 제약조건 제동체결속도 vbstart, 제동시간 tbt, vbstart에서 vbend로 감속할 때 제동거리 D(vbstart, vbend)을 만족하는

동일한 제동곡선은 admissible braking curve ua라 한다.

Proof: U는 제동제어허용곡선을 만족하는 집합이다. Fig. 8에 나타난 얇은 실선의 제동곡선 ui는 허용 가능한 집합들이며,

이 된다, 따라서 ui는 unique solution이 아니고, 여러 solution 중 하나이다. 따라서 ui는 제약조건을 제동체결속도 vmax, 정지

시간 tbt, 제동거리 D(vbstart, vbend)를 만족하는 admissible 제동곡선인 또 다른 uj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proposition 1에 따라서 식 (10)의 계수들을 식 (11)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11)

기관사가 제동체결시점을 인지하고 제동을 체결할 때까지의 공주시간 tr는 기관사의 반응시간과 제동장치의 특성 등에 따라 분산

을 갖고 변동 할 수 있다. 

제동체결지점의 열차의 속도 vp는 신호장치의 연산에 의해 목표속도까지의 거리에 의해 정해지지만, 선로의 최고속도로 등속운전

상태에서 감속제동을 체결할 수도 있고, 속도를 가속 중에 제동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떤 속도가 되든지 신호장치의 연

산에 의한 것으로 일정하다고 간주하고 제동체결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제동시점에서 제동을 인가할 때 최대제동력에 도달하는 시간을 충동율(jerk)로 나타낼 수 있으며, 최대제동력까지의 상승은 2가

지 변수 충동율 J와 제동력상승시간 tu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동감속도 as는 제동력이 최대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제동장치 자체, 휠과 레일간의 점착력, 주행저항의 변동 등의 요인에 의

해서 순간적으로 계속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 값의 출현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중심(평균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가 나타나며, 좌우 극

단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수치가 낮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즉 정지점이 목표점에 거의 수렴하게 되고, 목표 제동점에서 멀어질수록

신호system이 제동에 개입 할 확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Gaussian Distribution이다.

u
i

U∈

Fig. 8. Braking curves in distance to go. Fig. 9. Actual speed profile converted to equivalent speed profile.

Table 4. Uncertainty parameters at braking point

Variables Remarks Equations

Driver response time: tr
Braking system response time after drivers recognition of 

signaling alarms and braking activation
tr = tr0 ± ∆tr

Jerk: J
Values dependent on braking systems and train 

characteristics
J = Jm ± ∆J

Braking rising time: tu
Values dependent on braking systems and train 

characteristics
tu = tum ± ∆tum

Deceleration Ratio: as Values caused from various reasons and arose randomly as = a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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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따라서 제동계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Gaussian Distribution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Gaussian Distribution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4. 시뮬레이션

4.1 열차 제동제어 시점

운행선로의 어떤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동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기관사들이 운행 중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의 종류(전

기제동 또는 전기제동+공압제동)와 감속도 및 반응속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는 제동제어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단순 제

동거리만을 산출하였다. 

제동시점을 결정하려면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Fig. 9처럼 선로의 최고속도로 등속도

운전 중에 제동시점, 선로의 최고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 가속 중에 가속을 중단하고 제동을 체결하여야 하는 등이다. vi를 목표속

도와 목표지점을 Distance to go system이 수신했을 때의 속도, tr를 공주시간(기관사인지시간+제동력상승시간), vt는 목표속도로 설

정했을 때, ts는 제동제어시점이 된다. 

4.2 열차제동거리와 제동시점

식 (11)을 이용하여 선로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기 위한 열차의 제동제어시점을 시뮬레이션 한다 

Table 3은 KTX의 제원과 기관사들의 체감에 의해서 조사된 값이며, 제동감속도는 KTX기관사들이 감속제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동력을 기본으로 Fig. 8에서 구한 안전거리를 최소화한 값(0.33m/s2)이다.

충동율 J, 최대제동력상승시간 tJ는 차량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변하는 값이 작다. 반면에 기관사반응속도 tb와 제동감속도는 운용

조건 혹은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랜덤수를 생성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모든 발생빈도는 정규분포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였으며 최대 값 및 최소 값이 3σ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Fig. 10-13는 Table 6의 정규분포 값을 이용하여 정규분포 값은 랜덤으로 표출한 결과이다

곡선구간에 진입하는 차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변수 이외에, 차량의 주행속도, 기관사들의 추적습관, 즉 어

Table 5. Normal distribution values.

Variables Normal distribution Means

Driver response time: tr  µbm= 0.333

Jerk: J  µJ = 0.07

Braking rising time: tu µum= 0.167

Deceleration ratio: as  µam= 0.019

Table 6. Representative value of braking point determination of of KTX.

Variables Characteristics Mean values Representative equations

Driver response time: tr 1.0~3.0sec tbm = 2.0sec ∆tr = ±1.0sec

Jerk: J J ≤ 0.6m/sec3 Jm = 0.4m/sec3 ∆J = ±0.2m/sec3

Braking rising time: tu 1.5~2.5sec tum = 2.0sec ∆tum = ±0.5sec

Deceleration ratio: as ≤ 0.389m/s2 am = 0.332m/sec3 ∆a = ±0.057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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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기관사는 속도를 거의 준수하지만, 일부 기관사는 허용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습관, 곡선 진입 시의 속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Fig. 14는 주행속도 130km/h 및 곡선주행속도 110km/h에 대한 제동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굵은 실선은 속도제어 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얇은 실선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1000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굵은 실선 즉 속도제어 곡선과 시

뮬레이션 평균 시간 차는 0.32초가 나타났으며, 최소 값과 최대 값은 각각 13.05초와 13.4로 나타났다. 

제동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Fig. 14의 legend에 나타난 것처럼 9개의 변수가 있지만, 그중에 운전시간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 제동시작 여유조건, ②제동시작속도, ③기관사 반응속도, ④차량의 제동응답속도, ⑤제동력 등이 있다. 각각의 입력 값을 5

단계로 나눌 경우 3,125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

라서 기본 시뮬레이션 조건을 기관사의 자문을 통하여 ①제동시작 여유조건 0.8±0.1초 ②제동시작속도 130±1.8km/h (35.5±0.5mm/s),

Fig. 10. Random values of train driver cognition time. Fig. 11. Jerk random values.

Fig. 12. Braking rising time random values. Fig. 13. Braking ration random values.

Fig. 14. Distance to go braking simulation. Fig. 15. Arrival time distribution at the beginning of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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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관사 반응속도 2.5±0.5초, ④차량의 제동응답속도 2±0.5초, 및 ⑤ 제동력 0.63±0.02m/sec2와 같이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주행시간을 평가하도록 계획시간과 차량주행시간의 평균 값, 계획시간과 차량주행 차 및 차량 주행 평균 시간에 대

한 분산을 나타내었다. 각 값은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하여 얻은 값이다.

제동여유는 기관사의 평균반응속도 및 차량 응답속도를 합한 값에 분산을 0.5초, 0.6초, 0.8초, 0.9초 및 1초로 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Fig. 16에서 제동여유 값을 증가 시켜도, 계획 주행시간과 차량 주행 시간 값은 수렴되지 않는다. 

제동시작속도 130±km/h(35.5±m/s)을 기준으로 1.08±km/h(0.3m/s), 1.44km/h(0.4m/s), 1.8km/h(0.5m/s), 2.88km/h(0.8m/s), 및

3.6km/h(0.3m/s)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Fig. 17과 같다. 제동 초기 속도를 변화 시켜도 시간 단축이 발생하지 않고

random하게 변동된다. 

기관사의 반응속도는 2.5초를 기준으로 분산을 0.5초, 0.6초, 0.7초 0.8초, 1초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Fig. 18과 같이 나타났으며, 목표시간과 주행시간과의 차이는 랜덤으로 변하였다.

제동과 관련되어 차량응답속도는 평균 2초 및 분산을 0.05초, 0.1초, 0.15초, 0.2초 및 0.25초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는 Fig. 19에 나타냈다. Fig. 19도 앞의 결과와 비슷하게 주행시간에 대한 특정 값에 수렴하지는 않는다.

차량의 제동력은 평균 0.6m/s2이며, 분산을 0,01m/s2, 0.02m/s2, 0.03m/s2, 0.04m/s2 및 0.05m/s2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

과는 Fig. 19에 나타냈다. 제동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주행시간은 Fig. 20과 같이 특정 값에 수렴하지는 않는다.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제동시점, 제동력, 제동패턴에 따라서 정지점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지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전체적인 주행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기관사와 시스템이 동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주행시간을 일정한 편차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동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① 제동시작 여유조건, ②

제동시작속도, ③기관사 반응속도, ④차량의 제동응답속도, ⑤제동력들의 평균 값에 대한 각각의 분산을 작게하도록 하여야 한다. 

Fig. 16. Simulation for braking initiation time redundancy. Fig. 17. Running time difference for br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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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rain response time simulation. Fig. 19. Train braking force rising time simulation.

Fig. 20. Simulation for brak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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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선로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KTX차량을 기준으로 열차제동거리 및 제동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열차의 제동거리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오차 범위를 확인해보기 위해 Gaussian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열차제동거리

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제동제어감속도 simulation에서 Fig. 7처럼 안전거리를 최소화하고 곡선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감속도를 찾았으며 그 값은 기

관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생제동 감속도와 비슷한 값(0.33m/s2)을 나타내어 그 값을 적용하여 제동거리의 오차 범위를 확인하여

보았다. 이론적으로 Distance to go system에서 안전거리를 최소화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변 표지곡선 및 제한속도를 기준

으로 제동제어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기관사들이 최적의 제동 시점에 제동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동에 미치는 인자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 인자들에 의해서 특정 인

자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 인자가 제동 주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작다. 실제적으로 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기관사,

제동시스템의 인자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인자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인자들의 평균 값과 관련된 분산을 작

게 하는 것으로, 기관사들의 숙련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동 시스템의 경우는 유지 보수를 통하여, 시스템 성능이

항상 일정범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적의 제동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알람 후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차량의 속도를 제

어하는 것이 기관사의 제동체결 및 차량속도 제어의 분산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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