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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자동운전 기반의 무인운전 경전철 TPS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PS based on ATO for Driverless LRT

이창형·이종우*

Chang Hyung Lee · Jongwoo Lee

1. 서 론

최근 국내외 경전철 시스템은 ATO(Automatic Train Oper-

ation) 기반의 무인운전이 필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무인

운전 운전계획은 무인운전에 필요한 모든 변수를 도출하고,

무인운전을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무인운전의 시나리

오는 정상상태, 비정상 상태, 기능이 제한된 상태, 수동운전

상태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열

차주행과 관련된 변수들은 선로변수인 구배, 곡선, 역 등이

있고, 차량변수는 제동력, 가속력 등이 있고, 운전명령에 관

련된 주행, 타행, 제동 등이 있다. 선로의 최대속도는 선로

와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

도록 설정된다. 차량의 주행 성능은 실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TPS(Train Performance Simulation)를 이용하여 시뮬레

이션 될 수 있다. TPS는 주어진 노선에서 차량의 역간 운

행시간, 전력 소모량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정밀한 TPS는 신

규노선의 운전계획 설정, 기존노선의 개량, 차량성능 향상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된다.

국내 TPS에 관한 연구로 이태형 등은 경부고속철도사업

계약으로 프랑스로부터 기술 이전된 도스(DOS) 기반의 TPS

의 불편한 점과 기능 제한 등을 개선하여 독자적으로 윈도

우즈(windows) 기반 환경의 한국형 TPS를 개발하였다[1]. 개

발된 한국형 TPS는 경부고속철도 차량 계약자인 Alstom사

의 기존 TPS 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해 개발 프로그램의 성

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강문호 등은 GA(Genetic Algorithm)를 적용하여

1km의 짧은 역간 주행거리에서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의 두

가지 제한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

로 하는 타행지점을 선정하여 최종적인 열차 속도 프로파일

을 결정하는 연구를 하였다[2]. 시뮬레이션을 위해 Simulink

를 이용하여 열차성능 시뮬레이션 블록들과 GA 블록들을 설

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TPS의 핵심은 역행과 타행에 대

한 전방향 속도궤적과 제동에 대한 후방향 속도궤적을 계산

하여 양자의 교차점인 제동 시점을 계산하여 정해진 역간 거

리를 주행하기 위한 속도 프로파일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TPS 연구는 제동에 대한 후방향 속도궤적 계

산시 단일 감속도만을 적용하여 역간 속도제약에 의한 감속

과 역정차 감속 시 동일한 속도궤적을 계산하는 제약을 가

진다. 또한 기존 TPS 연구는 전방향 및 후방향 속도궤적 계

산 시 차량의 속도변화 시 나타나는 저크 제한에 따른 차

Abstract TPS (Train Performance Simulation) based on ATO (Automatic Train Operation) is required for driverless LRT

(Light Rail Transit) operation plan instead of typical TPS based on driver operation. In this paper, new TPS model using

ATO pattern is proposed and compared with the automatic train operation result in a test line of Seoul Metro Line 6 and in

a whole line of Busan-Gimhae LRT. The actual ATO pattern can be very accurately simulated by new TPS model with the

introduction of 4 parameters such as commercial braking rate, jerk, station stop profile and grade converted distance. The

commercial scheduled time for driverless automatic train operation can be proposed to have “Fast” mode TPS trip time plus

3 seconds/km margin recommended by Korean standard LRT specification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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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무인운전 경전철 운전계획을 위해 수동운전 기반의 TPS(Train Performance Simulation) 대신에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자동운전에 기반한 TPS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ATO 패턴을 사용하는 새로운

TPS 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지하철 6호선의 시험구간과 부산-김해 경전철 전체 노선의 실제 자동운전 운행결과

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제와 유사한 ATO 운행패턴은 상용감속도, 저크, 역정차감속도, 구배환산거

리의 4가지 파라미터를 도입한 새로운 TPS 모델에 의하여 매우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될 수 있다. 무인 자동운

전을 위한 상업운전용 표정시분은 ATO기반 TPS의 “Fast” 운전모드 운행시간에 경전철 표준사양에 따라 km당 3

초의 여유를 가지도록 본 논문에서 제시된다.

주요어 : TPS, ATO, 경전철, 상용감속도, 저크, 역정차감속도, 구배환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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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가·감속도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상업운전용 표정속도 산출을 위한 기존 연구로 “All-out”

운전모드의 TPS 시뮬레이션 결과에 경험적인 Make-up 여

유를 더하여 상업운전 표정속도를 설정하고, 설정된 표정속

도를 만족하는 타행운전의 결과로 역간 운행시간, 전력소모

량 등이 산출된다[3]. 이러한 상업운전용 표정속도 산출을 위

한 기존 연구는 수동운전에 기반한 TPS 시뮬레이션이다. 이

러한 수동운전 기반의 TPS는 ATO 자동운전 기반의 무인운

전 경전철 운전계획에 적용 시 정확도에 있어 개선이 요구

된다. 또한 무인 자동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타행운전 대신

저속의 정속운전을 기본 운행전략으로 채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열차 자동운행과 유사한 TPS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용감속도, 저크, 역정차감속도, 구배환

산거리의 추가 기능을 도입하여 실제 ATO 운행패턴에 근접

한 정밀한 TPS 모델을 제시하고, 제안된 ATO기반 TPS를 실

제 열차 자동운전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신규 노선의 무인 자동운전 운

전계획 시 상업운전용 표정속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TPS 일반

2.1 TPS 기본변수

가장 간단한 TPS 시뮬레이션은 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다. 차량은 주행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견인력을 생성하고,

가속력이 주행저항과 균형이 되어 정속 상태가 될 때까지 가

속을 한다. 이 균형속도는 견인력을 낮추거나, 제동을 할 때

까지 유지된다. TPS 시뮬레이션에서 필요한 변수는 속도, 주

행시간, 열차시각표, 에너지 등 4개 변수가 핵심변수이다.

TPS 시뮬레이션에서 차량의 속도는 선로속도, 차량 최고 운

행속도, 신호 혹은 운용상의 조건에 의한 제한속도, 진로설

정의 속도 등 4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속도는 선로제한속도 및 차량 최고 운행속도 등의 속도제

한 조건 중에 가장 낮은 값으로 결정된다. 차량의 성능은 구

배를 고려하여 선로의 최고 속도보다 높게 설계되고, 차량

은 최대허용속도까지 가속을 한다. 주어진 순간에 실제 속

도제한은 현재 위치에서 차량에 대해 가장 낮은 속도를 적

용한다. 속도가 제한된 구간을 통과할 때 차량에 적용되는

최저 속도는 최저 속도구간과 차량의 길이를 합한 길이만큼

적용된다. 

주행시간은 차량이 선로에서 주어진 2점을 통과하는 시간

으로서 시뮬레이션과 스케쥴링에 필수 변수이다. 단독차량

시뮬레이션에서 차량이 2역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은 스케쥴

링의 기본으로 사용된다. 시뮬레이터는 시각표의 기본을 형

성하는 가능한 모든 정지형상의 시간을 생성한다. 

시각표 작성은 실제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경합해결을 위

해서 경험에 의존하여 수작업으로 실행되어왔다. 대부분의

시각표는 마지막 시각표의 실제적인 운용경험을 통하여 기

존의 것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수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컴

퓨터를 이용하여 시각표를 작성하고,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

한 시각표가 사용되고 있다.

2.2 기존의 TPS 용도

TPS 용도는 전통적으로 선로설계, 신호시스템 설계, 운용

설계에 사용된다. 

선로설계에서 신선 건설과 기존선 개량사업은 동일한 선

상에서 시작된다. 신선은 새로 건설된 선형에서 시작하고, 기

존선의 개량은 기존선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초기 TPS 시

뮬레이션은 구배, 곡선, 캔트 및 캔트 부족 등이 고려된 선

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최대속도를 유추한다. 선형의 최대

곡선에 터널, 연약지반 등과 같은 속도제약 명세를 고려하

여 수정된 최대 속도곡선이 도출된다. 수정된 최대 속도곡

선으로부터 최적의 선형이 도출된다. 운용될 차량의 특성과

선형의 일치 여부는 TPS를 이용하여 확인될 수 있다. 

신호시스템 설계는 속도와 용량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

다. 신호시스템의 필수변수는 제동거리이며, 신호시스템은 안

전제동거리를 이용하여 열차의 속도를 제어한다. TPS를 이

용하여 열차의 제동시점 및 정차지점을 구할 수 있다. 

운용 및 선로용량 설계는 모순적인 요구가 혼재된 요구명

세에서부터 시작하며, 속도, 운전시격, 진로, 경합, 분기점 최

적화 등이 고려된다. TPS는 여러 대의 차량을 운용하여 운

용 및 선로용량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또한 TPS는 추가적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는 차량의 최대성능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1,4],

둘째는 운전계획 시 상업운전용 표정속도를 산출하고자 하

는 경우[5], 셋째는 전력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변전소 용량

및 레일전위 상승 등을 산출하기 위한 경우이다[6,7]. 

이러한 다양한 용도의 TPS 프로그램은 각 전문분야 별로

별도 제작되어 적용되며, 이에 따른 TPS 산출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므로 항상 설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TPS는 과거에 개발되어 대부분 수동운전에 기초하

여 개발된 모델이다. 수동운전에서 자동운전으로의 TPS 개

선 방향은 Fig. 1에 보여진다.

수동운전에 기반한 TPS의 “All-out” 운전모드는 차량의 성

능확인 및 차량설계용으로 영업운행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극한값으로서 운전계획 및 전력시뮬레이션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업운전용 표정속도는 “All-out”

Fig. 1 TPS development strategy from driver operation to

automatic train operation



ATO 자동운전 기반의 무인운전 경전철 TPS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2012년 12월) 611

운전모드에서 산출된 표정속도에 경험적인 9~15%의 Make-

up 여유를 더하여 설정된다. 적정 Make-up 값은 노선의 특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존 노선의 경험

적 기준 값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15% Make-up 여유가 많

이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표정속도 향상을 위해 축소된

Make-up 여유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Make-up 여유를 타당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줄일 경우, 실제 영업운전 시 표정속도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영업운전에서 달

성 가능한 최고 표정속도를 파악하여 적정 운전시간 여유를

추가하는 방법이 가능하도록 TPS 결과의 정확도가 개선되

어야 한다.

ATO 자동운전에서는 자동운전에서 달성이 가능한 최고 표

정속도 혹은 회복운전 시 적용이 가능한 최고 표정속도의 운

전모드 개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All-out” 운

전모드와 구분하기 위하여 ATO 자동운전에서 달성이 가능

한 최고 표정속도의 운전모드를 “Fast” 운전모드로 정의한

다. Table 1은 두 가지 운전모드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 설

명하고 있다.

Table 1에서 “Fast” 운전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ATO 자

동운전으로 실제 달성이 가능한 운전모드이다. 따라서 운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설정이 중

요하다.

3. ATO 기반의 TPS

3.1 ATO 기반의 TPS 적용방안

무인운전 경전철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채택되는 자동운전

ATO는 차량제작사가 아닌 신호제작사가 설계 및 공급하고

있으며 상업운전용 표정속도에 대한 최종 성능보증을 신호

제작사가 책임진다. ATO는 차량의 최대성능을 이용한 최고

속도, 정격감속도 등을 100% 이용하지 않고 속도계 오차, 제

동성능저하, 에너지 절감, 지연 시 회복운전 등을 고려하여

정상운전용 속도, 상용 감속도 등을 적용한다. 

또한 승차감을 위한 저크 제한치 적용, 정위치 정차의 신

뢰성 확보를 위한 역정차감속도 적용 등으로 역간 운행시간

이 증가한다. 특히 역정차감속도 프로파일은 Speed code 혹

은 Distance to go 등의 신호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역정차감속도 프로파일은 상용 감속도로 감속한 후 역

구내에서 저속으로 서행한 후 최종 정차하는 2단 혹은 3단

제동방식을 적용하며 신호제작사의 기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실제 ATO 운행패턴에 근접한 정밀한 TPS는 상업운전에

최대한 유사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Fig. 2에서 보여지

는 기능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Fig. 2에서 보여지는 수동운

전에 기반한 TPS의 3 parameter model 보다 ATO기반 TPS

의 6 parameter model이 실제 ATO 운행패턴을 정밀하게 시

뮬레이션 할 수 있다.

Fig. 2 Additional functions for ATO-based TPS

ATO기반 TPS의 추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TPS의 핵심이론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동에

대하여 2가지 속도궤적을 제시한다. 제시된 2가지 속도궤적

은 역간 속도제한에 따라 제한속도까지 일시적으로 감속하

는 속도궤적과 정차지점까지 정차를 위한 감속이 요구되는

역정차 감속의 속도궤적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열차의 출

발 혹은 가속 시 그리고 감속 혹은 정지 시 발생하는 저크

의 제한으로 인한 열차의 부드러운 가·감속도 변화를 반

영하도록 후방향 속도궤적 없이 전방향 속도궤적만을 적용

한다. 즉 역간 운행시 열차는 계속해서 현재의 위치와 속도

에서 2개의 속도궤적으로 전방향 노선을 탐색하여 속도제한

구간 혹은 승강장 정차지점을 찾으며, 속도제한 구간 혹은

승강장 정차지점이 없는 경우 설정된 최고 속도까지 가속하

거나 혹은 최고 속도에서 정속으로 운행한다.

3.2 ATO기반의 TPS 파라미터

3.2.1 상용감속도

차량분야에서 제공하는 정격제동력은 최상의 조건에서의

최고 제동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ATO 자동운전 시

적용되는 상용제동력은 정격제동력과 달리 제동디스크 마모

로 인한 제동성능 저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장

기간 안정적으로 달성 가능한 제동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철제차륜 경전철 차량에 적용되는 제동력은 Fig. 3에 보여

진다.

Fig. 3은 전기제동과 마찰제동을 혼용하여 철제차륜 경전

Table 1 Comparison of all-out mode and fast mode

Item All-out mode Fast mode

Feature
Maximum rated train 

speed profile

Maximum ATO 

speed profile

Speed Max. operating speed Maximum ATO speed

Acceleration Rated acceleration Rated acceleration

Deceleration Rated deceleration Commercial deceleration

Jerk limitation
Not applied in Korea, but 

applied in foreign
Applied

Station stop 

profile

1 step rated 

deceleration

2 step or 3 step 

de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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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차량의 마찰제동을 최소화하고 전기제동을 최대화하는 방

식을 채택하여 철제차륜의 마모를 최소화 하도록 운전하는

상업운전 전략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상용제동력을 적용

하는 상용감속도는 정격감속도의 80~90% 수준으로 설정된

다[5].

3.2.2 저크(Jerk)

저크는 기존 국내의 TPS 시뮬레이션에서는 고려되지 않

고 있으나, 상업운전 요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실

제 ATO 운전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크 제한으로 인

하여 상업운전 시 역간 주행시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저크

제한으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을 반영할 수 있도록 TPS에 저

크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저크 제한에 따른 가·감속도

변화는 Fig. 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ig. 4 Acceleration/deceleration change against the jerk limitation

Fig. 4에서 저크 제한에 따라 가·감속도가 서서히 변하

는 것이 보여진다. 국내에서는 경전철 표준사양에 따라 저

크 한계를 0.8m/s3을 적용하며[8], 고속철도의 경우 0.5m/s3

을 적용하고 있다[9]. 경전철은 짧은 단거리 운행으로 다소

높은 저크 한계를 허용하나 고속철도의 경우 장거리 운행으

로 좌석승객의 식사 및 음료 등이 가능하도록 높은 승차감

을 가지는 작은 저크 한계를 설정한다.

3.2.3 역정차감속도

ATO 자동운전에서 정위치 정차를 위한 역정차감속도는 역

간 주행 시 적용되는 상용감속도와 다른 속도 프로파일을 가

진다. 역정차감속도 프로파일은 1단 제동(단일 감속도 적용)

으로 정위치 정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2단(고속으

로 감속 후 저속으로 감속) 혹은 3단 제동을 수행한다. 역

정차감속도 프로파일은 Fig. 5과 같은 추세로 표현된다.

Fig. 5는 정격감속도(-1.3m/s2) 1단 제동, 상용감속도(-0.9m/

s2) 1단 제동, 역정차감속도(-0.9→-0.5→-0.2m/s2) 3단 제동

적용에 따라 각각의 다른 제동거리가 나타나며, 역정차감속

도의 경우는 96m의 가장 큰 제동거리를 가지며 또한 가장

긴 제동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ATO의 다단계 역정차감속도

적용은 정위치 정차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나 역간 주행시간

이 늘어나는 단점을 가진다.

Fig. 5 Deceleration curves against running distance

3.2.4 구배환산거리

토목 선형분야에서 제공된 도면에 표시된 거리정보는 곡

선에 의한 연장증가는 반영되어 있지만 구배에 의한 연장증

가는 일반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구배

에 의하여 실제 주행거리는 증가한다. 구배환산거리는 Fig.

6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Fig. 6에서 구배환산거리는 2m 증가하였으며 1% 거리가

증가됨을 보여준다. 경전철 노선과 같이 급구배가 많은 노선

의 경우 구배환산거리에 의하여 오차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Fig. 6 Vertical grade converted distance against running distance

3.3 ATO 기반의 TPS 추가기능 비교

ATO기반 TPS의 4가지 추가 기능에 따른 주행시간의 증

가 예는 Table 2에 정리되었다.

Fig. 3 Braking forc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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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All-out” 운전모드와 “Fast” 운전모드의 결과

는 14.65% 차이가 발생한다. 만일 “All-out” 운전모드의 TPS

결과에 15% Make-up 여유를 더하는 기존의 상업운전 표정

속도 산출방법을 적용할 경우, 가능한 운전여유는 0.35%

(=15%-14.65%)이다. 이렇게 적은 운전여유는 상업운전 시

표정속도를 저하시키거나 회복운전에 필요한 운전여유를 확

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Table 2로부터 6.97%의 역정차감속도의 변화율은 주

행시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3.4 ATO 기반의 TPS 적용 시 상업운전용 표정속도

산출 방안

본 논문에서는 상업운행 시 ATO 자동운전의 정상운행을

“Normal” 운전모드로 정의한다. “Normal” 운전모드는 지연

시 회복운전을 위하여 “Fast” 운전모드의 운행시간에 추가

적인 운전 여유시간을 필요로 한다. “Fast” 운전모드의 ATO

기반 TPS 결과에 국내 경량전철 표준사양[8]에서 제시하는

km당 3초 이상의 예비시간을 가지도록 “Normal” 운전모드

의 표정속도를 산정하는 방안이 Fig. 7에서 보여진다.

운행지연 시 ATO 회복운전 전략은 1차적으로 역 정차시

간을 축소하고, 2차적으로 역간 운행시간을 축소하는 절차

를 가진다. 따라서 3초의 예비시간을 역 정차시간과 역간 운

행시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역

간 간격이 1km일 경우 3초의 예비시간은 역 정차시간에 2

초 예비시간이 할당되고, 역간 운행시간에 1초의 예비시간

이 할당될 수 있다. 역간 운행시간에 할당된 1초의 예비시

간은 최고 운전속도 혹은 가감속도를 줄여 에너지 절약형 운

전을 가능하게 한다. 최고 운전속도가 70km/h일 경우, 1초

의 역간 예비시간은 “Normal” 운전모드에서는 차량을 65km/

h의 저속으로 운행하고, “Fast” 운전모드에서는 70km/h의 고

속 회복운전으로 운행하는 에너지 절감형 ATO 운행전략으

로 사용될 수 있다.

4. ATO기반의 TPS 비교 검증

4.1 서울도시철도 6호선 시험구간 실증사례 비교

본 본문에서는 서울도시철도 6호선 차량의 시험구간 ATO

실제 주행 결과를 비교 검증 데이터로 사용한다. 서울도시

철도 6호선 시험구간의 선로조건은 Table 3과 같다[10].

서울도시철도 6호선 시험구간의 ATO 현차시험 결과는

Fig. 8에서 보여진다[10].

Fig. 8 Actual speed curve of a test train with ATO between A and

B stations

본 논문에서는 ATO기반 TPS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

하여 VC++를 이용하여 윈도우 환경의 ATO기반 TPS(이하

SmartLRT)를 개발하였으며[11], SmartLRT에 위하여 수행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9에서 보여진다.

ATO기반 TP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서울도시철도

6호선 ATO 차량의 주행자료와 비교한 요약 표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Test line conditions of Seoul metro line 6

Inter-station 

distance

[m]

Scheduled 

time

[sec]

Curve

[m]

Speed limit

[km/h]

Passenger 

loads

[ton]

998 90 R=567(137m) 65-80-60-55 8

Gradient

[‰]

0-168m 168-548m 548-947m 947-1000m

-8.0 16.0 -15.5 2.0

Table 2 Run time change according to 4 different TPS functions

Different TPS functions Run distance Run time Change Rate of change Remarks

All-out mode(1) 1,000m 70.3 sec 0.00% Rated deceleration = -1.3m/s2

Commercial deceleration(2) 1,000m 73.5 sec +4.55% 4.55%(2) Commercial deceleration = -0.9m/s2

(2)+jerk(3) 1,000m 74.9 sec +6.54% 1.99%(3) Jerk = 0.65m/s3

(2+3)+station stop profile(4) 1,000m 79.8 sec +13.51% 6.97%(4) Deceleration = -0.9-0.5-0.2m/s2

(2+3+4)+grade converted distance(5) 1,000m 80.6 sec +14.65% 1.14%(5) +11m increase

Fast mode(2+3+4+5) 1,000m 80.6 sec +14.65%

Fig. 7 Commercial average speed estimation at “Norm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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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서와 같이 ATO기반의 TPS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와 운전시간 오차가 -0.7% 발생하여 정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동운전에 기반한 TPS는 -6.2% 오차

가 발생하여 정확도가 낮으며 실제 열차보다 훨씬 더 짧은

운행시간을 보여준다. 신규 노선의 운전계획 시 수동운전에

기반한 TPS는 상당히 큰 여유시간을 추가하여야 실제 표정

속도의 달성이 가능함을 할 수 있다.

4.2 부산-김해 경전철 실증사례 비교

서울도시철도 6호선 일부 시험구간에서 ATO 차량의 실제

주행 결과와의 비교 검증 데이터는 다양한 곡선, 구배 그리

고 제한속도를 가지는 전체 노선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선 전체의 실제 주행결과와

비교하여 ATO기반의 TPS의 정확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

증을 하고자 한다. 추가적인 검증 노선은 2011년 9월 개통

되어 철제차륜 무인운전 경전철 시스템에 의해 운행중인 부

산-김해간 경량전철 노선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실 운행데이터는 2011년 12월 8일 열

차번호 21번의 차상신호(VOBC)의 운행 데이터로부터 신호

제작사인 탈레스의 엔지니어에 의하여 직접 추출된 ATO 운

행데이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ATO기반의 TPS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

한 SmartLRT를 이용하여 부산-김해 경전철 전체 노선의 상

행선(김해→부산)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0

에 보여진다. 부산-김해 경전철 노선에는 다양한 속도제한

과 역간 거리 등이 있다는 것을 Fig. 10으로부터 알 수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역간 실 운행데이터와 SmartLRT를 이

용한 ATO기반 TPS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는 Table 5에 보

여진다.

Table 5와 같이 ATO기반의 TPS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

Fig. 9 Simulated speed curve using Smart LRT between A and B

stations

Table 4 Simulation results

Item Actual train run test ATO-based TPS result Driver-based TPS

Running distance 998 m 998m 998m

Planned running time 90 sec (including margin) - -

Run direction
Down track 

(A station->B station)

Down track 

(A station->B station)

Down track 

(A station->B station)

Operating mode ATO ATO Manual

Actual running time 87 sec 86.4 sec 81.6 sec

Error(%) -0.7% -6.2%

Fig. 10 Simulated run curve using ATO-based TPS on Busan-Gimhae L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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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운전시간 오차율은 평균 -0.64%, 최대 -1.92%로서 정확

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 자동운전 운전계획에 적합한 ATO기

반 TPS를 제시하고 실제 ATO 운행패턴에 근접한 정밀한

TPS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ATO 자동운전 주행자

료와 비교하여 ATO기반 TPS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무인 자동운전 운전계획 시 ATO기

반 TPS의 “Fast” 운전모드 기준의 운행시간에 국내 경량전

철 표준사양에서 제시하는 km당 3초의 예비시간을 추가하

여 “Normal” 운전모드의 상업운전용 표정속도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ATO기반 TPS와 상업운전용 표정속

도 산정방안은 무인 자동운전을 도입하고자 하는 신규 노선

의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에게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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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ctual running data on Busan-Gimhae LRT and ATO-

based TPS simulation results

Up Line

Running 

distance

[m]

Actual 

running 

time

[sec]

ATO-based 

TPS running 

time

[sec]

Error

[sec]

Error 

percent

[%]

21U20U 868 95.594 95.4 -0.194 -0.20%

20U19U 1,177 123.187 123.5 0.313 0.25%

19U18U 1,117 87.594 87.0 -0.594 -0.68%

18U17U 807 68.406 68.0 -0.406 -0.59%

17U16U 652 60.593 59.7 -0.893 -1.47%

16U15U 975 90.406 91.1 0.694 0.77%

15U14U 597 57.406 57.0 -0.406 -0.71%

14U13U 1,037 81.187 82.6 1.413 1.74%

13U12U 1,267 92.797 91.7 -1.097 -1.18%

12U11U 800 67.594 67.6 0.006 0.01%

11U10U 705 63.391 62.6 -0.791 -1.25%

10U09U 1,088 84.407 82.8 -1.607 -1.9%

09U08U 1,198 88.797 88.2 -0.597 -0.67%

08U07U 903 78.594 77.1 -1.494 -1.90%

07U06U 2,059 146.390 145.9 -0.49 -0.33%

06U05U 1,849 133.390 131.7 -1.69 -1.27%

05U04U 1,332 123.390 121.2 -2.19 -1.77%

04U03U 904 92.984 91.2 -1.784 -1.92%

03U02U 2,267 155.391 154.9 -0.491 -0.32%

02U01U 758 96.203 96.4 0.197 0.20%

Total 22,361 1,887.701 1,875.6 -12.101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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