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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Study of Improved Train Control System Using On-board 

Controller for Intelligent Control of Tracksid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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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10여년간 세계철도시장은 매년4~5% 이상 지속적으

로 성장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저감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에 대한 요구에 따라 철도 산업은 미래의 유망한 교통수단

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철도 이용의 신속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철도 인프라의 고속화 및 지능형 철

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의 고속화 및 운영 지능화를 위

한 철도 인프라 개량을 위해서는 궤도, 노반 등의 구조물 이

외에도 신호, 통신 등의 열차제어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은 효율적이

고 지능적인 열차제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제어시스템에 접목하여

고속의 열차운행뿐 아니라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1,2]. 지금까지 국내 철도시

스템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령실의 중앙통제를 바

탕으로 궤도회로, 연동장치 등의 지상설비를 통한 선로변 신

호기 현시방식과 열차의 선로 점유에 따라서 허용속도를 차

량에 제공하는 자동열차정지(ATS: Automatic Train Stop)방

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ATS 방식은 폐색구간에서 신호현

시 별 제한속도에 맞추어 단계별로 열차의 속도를 수동으로

제어하므로 열차 간격을 특정 거리 이하로 줄일 수 없고, 기

후, 전파, 간섭 등의 운영 환경에 따라 오 동작이 많이 발

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Fig. 1에서와 같이 많은 종류의 지

상설비들이 운용됨으로 인해 유지보수 인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에 주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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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열차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철도 제어시스템은 연동장치 등의 지상설비를 기반으로 한

지상중심의 제어시스템에서 ICT기술이 접목되어 지능적인 제어가 가능한 차상중심 제어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

다. 이러한 ICT기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도입으로 선로변에 위치한 시설물들이 간소화되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어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해 차상 및 지상 제어장치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선로전환기, 건널목 차단기 등 기존 선로변 시설물들을

이용하여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다. 또한, 열차운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통합 운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열차 운행 시 요구되는 차상중심 제어시스템의 시험 항목들을 모두 만족시켰으며, 이를 통하

여 제안된 ICT기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주요어 : 철도시스템, 열차제어시스템, 정보통신기술, 차상제어장치, 정상 및 비상 운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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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부선, 호남선)을 중심으로 열차 간격과 속도를 제어하

는 자동열차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방

식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경부선과 같이 고밀도

및 고속 열차운행을 하는 주요 노선의 경우에는 ATP 시스

템으로 개량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지만, 일일 운행 횟수가

적은 지선의 경우에는 주요 노선과 동일한 고가의 제어시스

템을 운용할 경우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못한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

럽 ERTMS Regional 및 독일 FFB 프로젝트에서 저밀도 구

간 운행을 위한 차상중심의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고, 실제 적용을 위한 현장시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에서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지선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Fig. 2와 같은 ICT기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

템의 개발이 요구된다[3]. 이러한 ICT기반 차상중심 열차제

어시스템은 기존의 연동장치 등을 이용한 지상중심의 제어

에서 탈피하여 차상에서 실시간으로 지상설비들의 지능적 제

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차상중심 제어시스템은

ICT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전 연구

논문에서는 이러한 ICT기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개

념 및 기능사양 도출결과와 설계 구현결과를 서술하였으며,

모형 열차/시험선을 제작하여 각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

하였다[3-6].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차

상 및 선로변 제어장치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현장과 유사

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또한 현장시험을 위한 운영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운영 절차에 따라 테스트베드에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여 정상 운영과 비상 운영에 따른 ICT기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 구성 및 기능

2.1 물리적 구성

Fig. 3은 제안된 ICT기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구

성도를 보여준다.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은 차상제어장치,

선로변 제어장치, 운행관리 시스템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째, 차상제어장치는 열차 내부에 탑재되어 열차를 제어하는

차상컴퓨터를 중심으로 운전자의 화면 표시를 위한 운전자

화면표시장치(DMI: Driver Machine Interface), 차상 무선 통

신 모듈, 트랜스폰더 검지기(TI: Transponder Interrogator/

Antenna), 속도검지를 위한 회전 속도계(Tachometer)로 구성

된다. 둘째, 선로변 제어장치는 선로전환기와 건널목 차단기

를 제어하기 위한 선로변 제어장치(WOCU: Wayside Object

Control Unit), 지상 무선 통신 모듈 그리고 차상제어장치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로변에 설치되는 트래스폰더

태그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운행관리시스템은 열차의 운

행을 관리하는 운행관리컴퓨터(LCC: Local Control Center)

와 운영자가 운행관리시스템과 열차시뮬레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운영자 인터페이스 LS(Line State)/MMI(Man Machine

Interface)로 구성된다. 데이터 통신망은 기존의 철도 무선망

을 이용한다[7].

Fig. 3 Physical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train control system

2.2 논리적 구성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논리적 구성은 Fig. 4와 같다.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차상제

어장치, 선로변 제어장치, 운행관리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

로 상태 정보/제어 명령 등을 전송 또는 수신한다. 차상제

어장치는 운행관리시스템으로 정보를 송수신하여 열차를 제

어할 뿐 아니라, 선로변 제어장치와 통신하여 선로변 상태

Fig. 1 Configuration of a typical train control system based on

ground equipment

Fig. 2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ICT based trai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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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어 정보를 수신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로변 제어장

치는 차상제어장치와 운행관리시스템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선로변 시설물, 즉, 선로전환기, 건널목 차

단기 등을 제어한다. 운행관리시스템은 차상제어장치와 선

로변 제어장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행로 지정

등 열차운행에 관한 제어 명령을 전송한다[8].

2.3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 기능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은 차상제어장치와 선로변 제어

장치, 운행관리시스템간의 유기적인 정보 전송을 통해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진로요청/승인절차 등의 주

행관리 기능, 속도/위치/선로정보/비상/경고 등을 알려주는 표

시 기능, 운행정보/고장/결함 등을 기록하는 기록 기능, 선

로전환기, 건널목 차단기 등의 선로변 시설물들을 제어하는

제어 기능, 속도/위치/통신상태 등을 감시하는 감시 기능, 비

상제동(EB)/상용만제동(FSB)의 제동 기능 등을 수행한다.

Table 1은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각 부분에서 수행하

는 기능들을 나타낸다.

3. 운영 시나리오 및 열차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차상중심 제안된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1) 열차에 탑재된 차상제어장치가 선로변 제어장

치를 제어하고, 2) 지상의 운행관리시스템으로부터 이동권

한을 부여 받아 열차를 주행시키며, 3) 열차 및 선로의 상

태 진단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트랜스 폰더 태그 및 회

전속도계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운행관리시스템으로

전달하여 통합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차상중심 열

차제어시스템의 운영 시나리오는 Fig. 5와 같이 ICT 구간 진

입 전, ICT 구간 주행, ICT 구간 진출 후의 3구간으로 나

누어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ICT 구간은 제안된 ICT기반 차

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운영 시나리

오는 24개 시험항목을 포함한 정상운영과 31개 시험항목을

포함하는 비상운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정상 운영시

시험항목은 차상제어장치의 정상기동, ICT 구간 진입 시 자

동 열차 등록, 주기적인 열차상태 전송, 트랜스폰더 태그 검

지 시 열차 위치 보상, 허용속도 초과 시 FSB 또는 EB 체

결, 선로전환기/건널목 차단기를 포함한 주행로 지정, ICT 구

간 진출 시 열차해제 기능들을 포함한다. 한편, 비상 운영

시 시험항목은 열차 등록 오류, 열차상태 정보 송수신 오류,

트랜스폰더 태그 인식 오류, 주행로 지정 오류, 선로전환기

/건널목 차단기 제어 불가, 열차 해제 오류 기능들을 포함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합 운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열차가 ICT 구간을 진입하기 전 열차 등록을 요청하

여 운행관리시스템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스케줄을 확인하여

ICT 구간을 진입한다. 열차가 ICT 구간을 진입하면 열차 상

태를 운행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주행로를 지정 받는다. 또

한 차상제어장치에서 선로변 상태를 운행관리시스템에 보고

하고 운행관리시스템의 승인 하에 선로변 제어장치에 제어

명령을 하달하여 선로변 시설물들을 제어한다. 마지막으로

ICT 구간을 진출하기 전 열차해제를 요청하여 ICT 구간에

서 진출한다[8-9].

Fig. 5 Integrated operation scenario

이러한 통합 운영 시나리오에 따라 제안된 차상중심 열차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다. 실제 현장과 유사한 통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차상 및 선로변 제어장치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선로전환기, 건널목 차단기 등 기존의 선로변에 위

치한 시설물들은 현장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

상 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상제어장치에 정보를 주

기 위한 열차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였다.

Table 1 Functions of the proposed train control system

Onboard control 

system

Wayside control 

system

Local control 

system

· Indicating DMI

· Loction/speed decision, 

monitoring

· Break signal control

· Route request/approval 

management

· Wayside facilities state 

monitoring & control

· Loval event record 

· Execution of way-

sid facilities state 

monitoring & con-

trol

· Indicating way-

side facilities state

· Train operation 

monitoring

· Route approval 

management

· Execution of 

fallback

Fig. 4 Logical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trai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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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 운영 시뮬레이션

시스템 통합 운영 시뮬레이션은 3장에서 언급한 통합 운

영 시나리오에 따라 열차의 자동 주행로 설정, 열차 이동권

한 확인, 비상제동 체결과 같은 기능들을 검증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Fig. 7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실험자가 열차 시

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열차의 운행을 조작하고, Fig. 7의 중

간 그림과 같이 DMI화면을 통해 열차의 속도 정보 및 선

로전환기와 건널목 차단기 상태를 확인하였다. Fig. 7의 세

번째 그림은 LCC 화면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열차의 선로

점유 정보, 주행로 지정 및 확정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하

였다.

통합 운영 시뮬레이션은 기동 및 열차 등록, 등록 해제, 주

행로 지정 등 24개의 정상 운영 시험 항목과 시스템 고장, 주

행로 지정 오류, 선로변 제어 오류 등 31개의 비상 운영 시

험 항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상 주행 시험, 속도감시에

의한 FSB(Full Service Brake)/EB(Emergency Brake) 체결

시험, 선로변 제어 실패(Fallback) 시험, 진입 실패 후 재진

입 시험 등 4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여 시험하였다. 현장과 유

사한 조건에서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운영시험을 위하

여 가상의 시험 노선을 구축하여 시험하였다. 시험 노선은

총 1.6km 구간으로 ICT 구간 진입/진출, 선로전환기, 건널

목 차단기 등이 배치되었다. 선로변 제어장치는 선로전환기

제어용 제어장치 1식, 건널목 차단기 제어용 제어장치 1식

을 설치하여 시험하였다. 열차 및 LCC는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시험하였다.

4.1 정상 운영 시험

첫째로 ICT기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 시

험을 수행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상의 시험 노선

은 ICT 구간 진입 전/주행/진출 후의 3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차상제어장치는 ICT 구간 진입 전에서는 Non-ICT 모드로

기동을 하여 시험하였다. 정상 운영 시험은 Fig. 8(a)와 같

이 열차 등록,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 선로변 시설물의 제

어, 정차역 정차 및 열차 등록 해제를 포함한 시나리오로 수

행되었다. Fig. 8(b)는 이러한 정상 운영 시나리오에 따른 예

상 결과를 나타낸다. 선로에 포설된 트랜스폰더 태그(빨간

색 혹은 파란색 삼각형), 선로전환기, 정차역, 건널목 등이

선로(파란색 선)를 따라 표시되어 있으며, 빨간색 선은 제한

속도 프로파일, 보라색 선은 시험 시나리오에 따른 열차의

예상 주행 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또한, Fig. 8(a)의 시

험 시나리오의 수행 위치는 Fig. 8(b)의 선로에 대응하여 나

타내었다. 정상 운영 시험 결과는 Fig. 8(c)에 나타내었으며,

제한속도 프로파일은 빨간색, 열차의 주행 속도 프로파일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열차가 ICT 구간을 진입 한 후 차

상제어장치는 선로전환기 및 건널목 차단기를 차례로 제어

하고,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한 후 ICT 구간을 진출하

였다. 이때 테스트베드의 선로전환기 및 건널목 차단기 제

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차

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속도 감시 구현 기능, 즉, 제한속

도 초과시 FSB 또는 EB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시험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Fig. 9(a)에서

와 같이 열차의 속도 감시에 의한 FSB 또는 EB 체결 시험

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Fig. 9에서와 마찬가지로, Fig.

9(b)는 (a)의 시험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결과를 나타내며, 시

험 시나리오의 각 수행 위치를 (b)의 선로에 대응하여 나타

내었다. 속도 감시에 의한 FSB/EB 체결 시험은 열차가 ICT

Fig. 6 Testb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rain

control system

Fig. 7 Integrated operation simulation (left) control of the train

simulator, (middle) DMI, (right) LCC

Fig. 8 Normal running test (a) test scenario, (b) estimated result,

and (c)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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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진입한 후 제한속도가 40km/h에서 20km/h로 감소하

는 구간에서 수행되었다. Fig. 9(c)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ICT 구간에 진입한 열차의 주행 속도가 제

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용만제동(FSB)이 정상적으로 인

가되었으며, 제한속도의 초과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비

상제동(EB)이 정상적으로 인가되었다.

4.2 비상 운영 시험 

다음으로 ICT 기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비상 운

영 시험을 수행하였다. 비상 운영 시험은 비정상적인 상황

으로 인해 차상제어장치의 선로변 제어 실패(Fallback 상황)

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차상제어장치의

선로변 제어 실패 시험 시나리오는 Fig. 10(a)와 같다. 먼저,

열차는 정상적으로 ICT 구간을 진입한다. 그러나, 차상제어

장치가 ICT 구간 내의 선로전환기 제어에 실패하게 되면 EB

가 체결된다(Fallback 상황). 이 후, LCC에서 유선으로 선로

전환기를 제어하여 선로전환기의 상태를 지정된 주행로에 맞

게 정상 설정한 후, 차상제어장치에 의해 열차는 선로전환

기 구간을 통과한다. 선로전환기 제어 실패 시험을 위해, 선

로전환기의 상태를 반위로 설정 한 후, 제어기의 무선망 연

결을 차단하여 Fallback 상황이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10(b)와 (c)는 각각 예상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

다. 열차가 ICT 구간을 진입한 후 선로전환기 제어 실패

(Fallback 상황)시 EB가 체결되고, 이 후 LCC 시뮬레이터

에서 유선 제어를 통해 선로전환기를 제어하여 조치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차가 ICT 구간 진입 시

열차 등록이 실패하였을 경우 재진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시

험을 수행하였다. 진입 실패 후 재진입 시험에 대한 시나리

오는 Fig. 11(a)와 같다. 정상적인 경우 차상제어장치가 ICT

구간 진입 예고 속성의 트랜스폰더 태그를 검지한 후, 지상

운행관리시스템에 열차 등록을 요청하여 열차 등록이 완료

된 후 ICT 모드로 변경하여 계속 주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차상제어장치 또는 무선통신상의 오류로 인한 열차 등

록 실패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

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

템의 진입 실패 후 재진입 구현 기능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ICT 구간 진입 전 LCC 시뮬레이터

에서 열차 등록 기능을 고장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차상

제어 시스템에서 진입 실패가 발생한 후 LCC 시뮬레이터

에서 다시 열차 등록 기능을 정상으로 설정하여 시험하였다.

Fig. 11(b)와 (c)는 각각 예상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

타낸다. 차상제어장치가 ICT 구간 진입 예고 속성의 트랜스

폰더 태그를 검지한 후, 지상 운행관리시스템에게 열차등록

을 요청하여 열차등록이 완료된 후 ICT 모드로 변경하여 주

행하였다. 이때, 차상제어장치 또는 무선통신상의 오류로 인

한 열차 등록 실패 시 EB가 체결되었고, LCC 시뮬레이터

에서 다시 열차 등록 기능을 정상으로 조치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6. 결 론

ICT기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은 차상에서 선로변 시

설물들을 지능적으로 제어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ICT기반 차상중심 열

차제어시스템의 사양 도출 결과 및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상제어장치와 선로변 제어장치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또한 통합 운영 시나리

오를 작성하고, 운영 절차에 따라 테스트베드에서 정상/비상

Fig. 9 Speed monitoring test (a) test scenario, (b) estimated

result, and (c) simulation result

Fig. 10 Lineside control fail (fallback situation) test (a) test

scenario, (b) estimated result, and (c) simulation result

Fig. 11 Re-entry test (a) test scenario, (b) estimated result, and (c)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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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정상 및 비상 운영

시험은 정상 주행시험, 속도감시에 의한 FSB/EB 체결 시험,

선로변 제어 실패(Fallback 상황) 시험, 진입 실패 후 재진

입 시험으로 수행되었으며, 통합 운영 시나리오에 따른 요

구 기능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와 성능을 평가하였다. 시험

결과는 열차제어시스템의 요구 기능 및 성능을 모두 충족하

였다. 향후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RAMS 활동 및 평

가를 통해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

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시

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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