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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시스템 병행운전(ATS/ATC)에 따른 ATS신호기 오동작개선

Prevention of the Malfunction of the ATS Signaling System by 

Parallel Operation with 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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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Gyo Jeong․Baek-Hyun Kim․Seok-Won Kang․Geon-Won Park)

Abstract -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n the safety-based functionality of railway signal systems have been reinforced and 

the effort for enhancement of the existing system or development of the new system is being accordingly made. In particular, 

various technical researches on replacement or improvement of the existing ATS(Automatic Train Stop) signaling system are 

now in progress for better operational efficiency. In this study, the complementary points for improvement or replacement of 

the currently used system(i.e., ATS) will be derived in terms of operating efficiency in an integrated operating environment 

with the newly introduced system(e.g., ATC: Automatic Train Control).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derive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signaling system by checking the interface problems and comparing between different systems through 

the analysis of real operation cases in the field. Eventually, this analysis can be applied to prevent and estimate the collision 

accidents can be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signaling system in advance. In addition, the results can be used to provide a 

future direction to secure the reliability in the parallel operation by integration based on different railway signal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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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신호시스템은 안전을 기반으로 한 열차의 추·충돌을 방

지하기 간격유지의 원천적인 기능으로부터 열차운행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효율적 운행을 위하

여 자동운전 기능을 부가하고 유지보수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하였다. 현재는 출입문, 스크린 도어와 연계

된 자동운전과 열차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승객들에

게도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간적으로 연계하여 

운행 및 제어를 위한 통신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의 개발단계를 

넘어 적용에 이르렀다. 차량과 인프라의 수명이 다되었을 때 폐

기 절차와 시스템 개량 및 부분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방법 

등은 운영환경 여건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

도시스템은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운영되어야 함에 따

라 신호시스템은 교체가 필요하다. 교체방법으로는 구간을 구분

하여 운영을 잠정 중단하여 차단하고 시행하는 방법과 운영과 함

께 수행하는 방법 등의 적용시스템 및 운영사의 운영조건에 따라 

선택되어져야 하며 차량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야 한

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 함께 신호시스템을 교체할 때에는 기존

시스템의 제어대상인 차량의 개량여부와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

다. 여기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상신호에 의하여 열차를 제어하

는 자동열차정지(ATS : Automatic Train Stop)방식을 컴퓨팅 및 

제어기술의 발달에 따라 차상을 기반으로 하여 열차제어 하는 차

상신호의 자동열차제어(ATC : Automatic Train Control)방식으

로 교체하였다. ATC는 통상적으로 자동열차보호/자동열차운전

(ATP/ATO : Automatic Train Protection/Automatic Train 

Operation)시스템이라 하며 이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조작을 최소

화하고 전동차를 자동운전 하도록 함으로써 열차운영 효율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6]. 아울러 시스템 교체시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ATS시스템을 ATC시스

템으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ATS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운영을 만

료할 때까지 ATS시스템과 ATC시스템을 일정기간 중첩 사용하여 

병행 운전하다가 궁극적으로 ATC로 교체되도록 하였다. 이때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양 시스템간의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오동

작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TC와 기존 ATS시스

템이 중첩 사용하여 병행운전에 필요한 가능 운영시나리오를 시

스템 적용환경에 부합하게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한 운영시나

리오를 적용하여 시험운영사례 분석하여 효과가 있음을 입증되었

다[7]. 본 논문에서는 두 시스템을 중첩 사용하여 병행 운전할 

때에 운영측면에서 이종 시스템의 분석으로 이종 시스템간의 인

터페이스 문제점을 점검하여 기존 ATS 시스템의 신호기 오동작

을 야기하는 신호현시에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적으로는 통신방식을 간결하고 신뢰성 있게 개선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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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적으로는 신호현시 조건을 개선하여 ATS 신호기 오동작

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2. 본  론 

2.1 적용 신호시스템

2.1.1 ATS 시스템

4현시 전용으로 사용 중에 있는 차상연속 속도조사방식(ATS)

의 동작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차상장치는 지상으로부터 정해진 

다양한 주파수 정보(130, 122, 114, 106, 98kHz)를 받는 차상자, 

정보를 해석하여 경보기와 제동장치의 회로를 제어하는 수신기, 

속도조사부, 계전기 논리부, 운전실내에 설치된 경보기, 표시기, 

전원부 및 기타부속품 그리고 차량의 실제속도를 감지하는 속도

발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장치는 경보지점의 궤도사이

에 설치되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에 정보를 보내는 지상자와 

이것을 신호기의 현시에 따라 제어하는 지상자제어계전기 및 케

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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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현시 ATS장치의 동작구조

Fig. 1 Process profile for actuated four phases ATS  

구분
진행 감속 주의 경계 정지 절대정지

G YG Y YY R₁ R₀

4

현

시

공진

주파수

(kHz)

98 106 122 130

제한 

속도

(km/h)

Free 65 45 25 0(15) 0

조사

속도

(km/h)

- 45상당 25상당
0

(15상당)
0

표 1 신호현시와 조사속도

Table 1 Signal indication and velocity 

                       

4현시 ATS장치의 기본 동작원리는 여러 신호를 차상으로 전

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상 장치의 경우 변주신호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커패시터와 계전기를 여러 개 달아놓은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차상장치의 경우 실제속도와 제한속

도를 비교하여 열차를 안전하게 제어한다. 표 1은 4현시 때 ATS 

지상 장치의 공진주파수와 차상장치의 제한속도 및 조사속도이

며, 이때의 신호등 표시방법은 표 2와 같다. 

신호현시

진행

신호

경계

신호

주의

신호

감속

신호

정지

신호 비 고

G YG Y YY R

4현시

지상

구간

지하

구간

표 2 신호현시에 따른 신호등 표시방법

Table 2 Signal indication system by signal phase 

운전제어곡선은 ATS 속도제어방식의 기능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2 4현시 ATS 장치 운전제어곡선도

Fig. 2 Vehicle control profile for actuated four phases ATS 

2.1.2 ATC 시스템

지상신호설비는 속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상에서 차상으로 

전송하여 차상에서 차량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감안하여 최종속도

를 연산하는 방이다. 이는 기존의 코드 레이트(Code Rate)방식에 

비해 열차의 접근거리가 좁아져 도심의 철도에 승객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지상에서 전송하

는 각종 텔레그램에 의해 정위치 정차, 출입문 개폐, 출발, 가속, 

주행, 감속, 정차의 운전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서 열차의 운행효율의 향상이 기대되는 설비이다. 특히 주요설비

가 3개의 입력 중 2개가 정상일 때 출력(2 Out of 3)이 되는 구

조이다. 즉 전자연동장치와 자동열차제어장치를 3대의 컴퓨터로 구

성하여 2대 이상이 참 값일 경우 정상동작 되도록 되어 있어 1

대의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차량의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여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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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TS/ATO 중첩운행 시스템 구성도 및 인터페이스 현황

Fig. 5 System diagram and interface status for ATS/ATO 

mixed operation 

구 분 현 설비(ATS) 개량 설비(ATC)

운전

방식

․ATS 점 제어 지상 

신호방식/기관사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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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사용/궤도상태 점

유, 비점유 검지)

무절연 AF 궤도회로(8개 주

파수(9.5～16.5kHz) 사용/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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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로전환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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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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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의한 열차 출발)

정차등 설치(각역에 정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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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TS와 ATC 설비의 기능적 비교

Table 3 Functional comparison between ATS and ATC     

그림 3 ATC 지상신호 장치 구성도

Fig. 3 System diagram for ATC ground signaling

자동열차제어장치는 전자연동장치에 의해 결정된 진로상에서 

열차 이동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텔레그램을 연산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재 궤도의 제한속도, 다음궤도의 진입속도, 목표거리, 목표점 

속도, 제한속도 시작점까지의 거리, 제한속도 끝점까지의 거리, 

제한속도구간의 속도, 현재 궤도회로 주파수, 다음 궤도회로의 주

파수, 현 궤도회로의 길이, 다음 궤도의 구배, 다음 역의 출입문 

방향, 비상제동여부, 운행방향 등의 각종 열차 안전운전과 직결되

는 데이터를 생성시킨다. 이의 기능을 토대로 작성한 운전제어곡

선개념도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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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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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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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speed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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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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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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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TC(ATP/ATO)장치 운전제어곡선개념도

Fig. 4 Concept diagram for vehicle control of ATC control

사이, 계전연동장치와 전자연동장치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구성

되어있다. 

설치된 기존 ATS와 신규로 설치한 ATC 장치를 중첩 설치하

여 병행운전에 사용된다. 이때 중첩하여 설치된 지상 신호 장치 

중 ATP/ATO 지상장치가 ATS차량에 영향을 주어 이상 동작측

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ATS로 인해 ATP/ATO는 기본적으로 디

지털 형태로 영향을 받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ATS차량에 

설치된 ATS 차상장치의 동작구조 및 기능, 운전제어곡선 등을 검

토한 결과 ATS 지상자를 통과 할 때 지상자의 공진주파수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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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스템 구성도

Fig. 6 System diagram

의 ATS 차상장치에 수신되어 ATS 기능이 동작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특히 R0 신호구간(지상자 공진주파수 130kHz) 진입시에

는 ATS 차상장치의 제어논리 분석결과 즉시 정지하도록 그 기능

이 설계되어 있다. 다만 ATP/ATO시스템의 전자연동장치에서 처

리한 연동결과를 입력카드를 통해 수신하여 해당조건에 부합하도

록 신호기와 ATS 지상자를 제어하며 폐색구간에서는 궤도조건에 

따라 폐색신호기와 ATS지상자를 제어하도록 하는 연동제어장치가 

있다. 전자연동장치와 연동제어장치간의 조건을 수신하는 방법으

로 통신에 의한 방법과 실선에 의한 방법으로 구축 운영하도록 되

었고 통신에 의한 경우는 프로토콜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철도 신호시스

템 특징상 요구사항으로 안전측 동작(Fail-safe)의 원칙에 의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하고 한개 또는 여러 개의 부품 또는 모듈, 장

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입력신호의 손실, 연산오류, 부정출력, 소

프트웨어 작성오류 등의 어떠한 경우에도 오동작 또는 열차운행에 

위험한 출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PCB보드 및 이중계 

구성 요구사항으로 각 모듈은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분리 또는 

삽입하여도 분리된 모듈이나 다른 장치에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예

비계로 절체 되어 장치의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한 장치의 

결함 또는 고장이 다른 장치의 고장 또는 오동작을 유발하지 않아

야 하는 점 등이 요구된다. 실제 시스템 구성과 일련의 설계, 제

작, 시험 등의 일련의 절차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기준

에 부합하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2.3 운영사례 분석 및 개선

2.3.1 시스템 운영 사례

시스템 중첩 운영 사례중 유지보수 중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

서 A역의 전자연동장치의 대기계의 CPU보드를 탈거한 경우이다. 

이에 의한 전기적인 쇼크에 인하여 이와 연결된 B역 전자연동장

치의 통신보드가 오동작을 일으켜 오동작 전문이 A역으로 송신

되었다. A역의 전자연동장치는 오 정보 전문을 처리하는 과정에

서 정의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신호기의 현시를 정지(R ; 빨강

색)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진행(G ; 녹색)으로 처리하게 됨으

로써 신호기 오동작을 일으키게 되어 전동차 추·충돌의 원인이 

되었고 사고로 이어졌다. CPU보드는 이중계에 의해 제작되었고 

개략적인 시스템 구성은 그림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연동제어장치의 연동처리부 궤도연산 제어 처리 흐름도 그림 

7과 같다. 이는 역간 폐색 정보 입력방법(B역)기준으로 C역 입력

카드 처리를 B역과 A역간 데이터 통신처리를 설명한 것으로 신

호기 정보(437HR), 궤도정보(437TPR, 435TPR, 436TPR)의 통신

전문의 데이터부로 구분된다. B역간 폐색정보 입력 방법으로 신

호기 및 궤도 정보에 따라 신호기 현시상태 및 궤도 상태를 로

직화하였다. 또한 A역의 연동제어부의 궤도정보를 토대로 점유 

및 비점유 처리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7 연동처리부 궤도연산 제어처리 흐름도

Fig. 7 Flow chart for track calculation control process in 

interlocking part

그림 8은 연동제어장치의 연동처리부 신호기 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것으로 궤도 점유와 신호현시(G, YG, Y, YY, R1, R0) 조

건에 따른 현시출력과의 관계이다.

그림 8 연동처리부 신호기 제어처리 흐름도

Fig. 8 Flow chart for signal control process in interlocking 

part

하드웨어적으로는 기존 사용 중인 이더넷 통신과 새로이 부가

한 시리얼통신(RS-232)을 혼용 사용하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나타내면 그림 9와 같이 연동역-단말역은 이더넷 통신, 연동역-

연동역은 시리얼통신(RS-232)을 사용하였다,

표 4는 0∼255값의 정보 중 “0”값 1개만 점유(정지), “1”값 비 

점유(진행), 나머지 254개는 정의를 하지 않았고 비 점유(진행)형

태로 구현되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노이즈 및 이상신호시 안전

측 동작이 구현 되지 않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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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통신 연결 구성도

Fig 9 Connection diagram of communication 

표 4 데이터 구조 및 프로토콜

Table 4 Data structure and protocols

연번 신호(bit) byte 프로토콜 정의

0 00000000 00 점  유(정지)

1 00000001 01 비점유(진행)

2 00000010 02

정의안함
비점유(진행)

3 00000011 03

4 00000100 04

5 00000101 05

∽ ∽ ∽ ∽
251 11111011 FB

정의안함
비점유(진행)

252 11111100 FC

253 11111101 FD

254 11111110 FE

255 11111111 FF

표 5 B 영역에서 A역의 통신프로토콜

Table 5 Communication protocol from B to A

필드명
필드크기

(바이트)
값 범위 내  용

stx 1 0×02 고정

size 1 0×08∼0×ff
패킷 

전체길이(가변적)

seq 1 0×00∼0×ff

패킷의 순서번호

(패킷을 전송할 

때마다 값이 증가)

opcode 1 0×10 고정

reserved 1 0×00 -

count 1 0×00∼0×20 항목수

data n
데이터 규칙에 

준함

미리 정의된 순서에 

따라〔궤도〕,  

〔신호기〕들의 

정보순서가 결정됨

crc16_lo 1

CRC16

계산의 하위 

바이트값
stx∼data까지의 

CRC16

(생성다항식;X16+X

12+X5+1)값crc16_hi 1

CRC16

계산의 상위 

바이트값

etx 1 0×03 고정

표 6 Data 정보

Table 6 Data information  

데이터
데이터크기

(바이트)
값 내  용

궤도

데이터
1

0×00 점유

0×01 비점유

신호기

데이터

1

데이터

처리시

비트 마스트

요함

0×00 R

0×01 G

0×02 YG

0×04 Y

0×08 YY

0×10
고장(R∼YY값과 비트 

OR 연산 됨)

0×20 내부 처리값

2.3.2 시스템 개선

B역에서 A역의 통신 프로토콜의 정의는 통신 속도 9,600bps

로 필드명과 크기, 값 범위, 설명 등은 표 5과 같고 데이터 정보

는 표 6과 같이 데이터 종류, 크기, 값, 내용을 나타내었다. 표 4

의 CRC처리 등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화되었으나 표 6의 데이터 

정보에서 궤도데이터의 점유, 비점유로 정의한 이외의 데이

터 값을 정지 또는 점유로 안전측 동작 처리하였고 표 7과 

같이 개선하였다. 

철도신호시스템(ATS, ATC)을 중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기본

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이 설계/제작/시

험되어 입증되어야 하고 제작자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 진행과정에서 협의되고 시험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기치 않은 노이즈 및 이상 신호시에 안전측 동작이 되도록 

구현하기 위하여 프로토콜의 상태에 관하여 정의되지 않은 정보

는 점유로 정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표 6과 같이 프로토콜 정

의를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0∼255값의 

정보 중 “1”값 1개만 무 점유(진행), 나머지 255개는 점유(정지)

으로 처리하여 ATS 신호기 오동작이 일어나지 않게 구현하였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기존 사용 중인 이더넷 통신과 새로이 부가

한 시리얼통신(RS-232)을 혼용 사용하던 것을 단일형식의 통신

방식으로 개선하여 연동역내-단말역 및 연간정보를 이더넷으로 

통신하고 역간정보는 실선으로 일관되게 통일하여 신뢰성이 향상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중첩 설치된 철도신호시스템의 ATS 

신호기 오동작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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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선 후의 데이터 구조 및 프로토콜

Table 7 Data structure and protocols after improvement

연번 신호(bit) byte 프로토콜 정의

0 00000000 00 점   유(정지)

1 00000001 01 비점유(진행)

2 00000010 02

점   유(정지)
3 00000011 03

4 00000100 04

5 00000101 05

∽ ∽ ∽ ∽
251 11111011 FB

점   유(정지)

252 11111100 FC

253 11111101 FD

254 11111110 FE

255 11111111 FF

그림 10 개선 후의 통신 연결 구성도

Fig. 10 Connection diagram of communication after 

improvement

3. 결  론

철도신호시스템 구축 또는 병행운전을 위해 신호시스템 중첩

설치에 따른 면밀한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에 치명

적인 페일세이프 시스템은 안전성 분석이 시스템 구축전에 시행

되도록 하는 제도/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안전성분석 기준, 방법

에 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지보

수를 위한 일련의 기준, 절차를 수립하여 교육을 통해 숙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연동제어장치의 궤도정보 

처리를 “0x01”만을 비 점유 처리하고 그 이외는 점유로 설정 처

리하여 안전측 동작 구현과 안전한 운행에 담보될 수 있다. 또한 

ATS 신호기 오동작과 관련한 파라미터 분석을 통해 하드웨어적

으로는 이종 시스템간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였다. 섹션과 섹션간의 통신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이더넷 

방식으로 통일하고, 역간정보는 실선으로 개선함으로써 신뢰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신호기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안전측 동작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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