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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system in railroad signalling system is on-board signalling system which is 
controlled by train control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and speed of trains. Safety is ensured by transmitting the 
train control information between on-board and wayside device in the ATP system. When an engineer disregards 
the speed limit on a tachometer, the train is automatically stopped by the on-board device. Recently, the studies 
of increasing speed of the train have been developed. Eurobalise in ERTMS/ETCS system is used in case that speed 
of trains is up to 500[km/h]. A study of safety braking distance is needed by increasing the speed of train in the 
ATP system. Train data and track data are required to calculate the safety braking distance. The train data includes 
formations of trains, length of trains, service brake and emergency brake etc. Also, the track data includes slope 
of track, curve of track, length of track, speed limit etc. In this paper, the speed profile is computed by analyzing 
the train and track data in the ATP system. It is demonstrated by applying to subway line 2 in Seoulmetro through 
the on-site test.

1. 서 론

열차제어시스템인 자동열차방호(ATP:Automatic Train Protection)시스템은 열차의 위치 및 구간속도

등 열차제어정보를 차상에서 제어하는 차상신호시스템이다.
1)
또한 ATP 시스템은 열차 검지, 선행 열차

와 후행 열차 사이의 거리 유지, 진로 연동 및 속도 제한 등을 통해 안전한 열차 운영을 유지한 자동열

차제어(ATC:Automatic Train Control) 하부 시스템이다. ATP 시스템은 각 열차의 차상에서 열차운행

과 허용속도 및 지상자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안전 운행을 확보한다. 기관사가 조작판넬

상에 현시되는 속도의 제한을 무시하면 차상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열차의 운행을 통제한다. 최근 전 세

계 철도의 모든 분야에서 열차속도를 증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ATP 시스템인 ERTMS/ETCS 시스템의 유로발리스의 경우에는

500[km/h]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열차의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ATP 시스템의 안전제동거리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2)
안전제동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열차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열차 지연을 유발

한다. 안전제동거리와 실제차량 정지위치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면 역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도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ATP 안전제동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량정보와 궤도정보가 요구된다. 차량정보에

는 차량편성, 길이, 상용 및 비상제동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궤도정보에는 구배, 곡선, 궤도길이, 제한속

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ATP 안전제동거리 계산에 필요한 차량 및 궤도정보를 분석하

여 ATP 속도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서울메트로 2호선에 적용하여 실차시험을 통해 안전제

동거리와 실제차량 정지위치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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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제동거리 정보 구성

ATP 안전제동거리 계산에 필요한 정보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차량정보와 궤도정보를 종합하여 산출

된다.
3)

그림 1. ATP 안전거리 상호구성

차량정보에는 차량편성, 차량길이, 차륜지름, 상용제동 및 비상제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궤

도정보에는 구배, 곡선, 궤도길이, 제한속도 및 운전규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1 차량정보

차량정보에 차량편성은 서울메트로 2호선을 기준으로 4량, 6량 및 10량으로 분류하였다. 4량의 경우는

성수지선에서 사용하고 있고, 6량의 경우에는 신정지선에서 사용하고 있다. 10량은 본선에 사용하고 있

다. 그림 2는 차량편성을 나타낸다.
4)

그림 2. 차량편성 구조

M은 동력차를 의미하고, T1은 화차를 의미한다. TC는 운전석이 포함된 화차를 의미한다. 서울메트로

에서 운행하는 차량길이의 경우에는 4량인 경우에는 80.5[m]이고, 6량인 경우에는 120.5[m]이다. 10량인

경우에는 200.5[m]이다. 차륜지름은 최대 0.86[m]이고, 최소 0.78[m]이다. 기후조건이 양호하는 경우에 상

용제동감속도는 표 1과 같으며, 기후조건이 불량한 경우에는 표 2와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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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후조건이 양호한 경우의 상용제동감속도

표 2. 기후조건이 불량한 경우의 상용제동감속도

기후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표 1의 Normal값에 3.6을 곱하여 제동 감속도를 계산하면 약 3.5[km/h
2
]이

고, 기후조건이 불량한 경우에 표 2를 기준으로 제동 감속도를 계산하면 약 3.15[km/h
2
]이다. 기후조건이

양호하는 경우에 비상제동감속도는 표 3과 같으며, 기후조건이 불량한 경우에는 표 4와 같다.4)

표 3. 기후조건이 양호한 경우의 비상제동감속도

표 4. 기후조건이 불량한 경우의 비상제동감속도

기후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표 3의 Normal값에 3.6을 곱하여제동 감속도를 계산하면 약 4.5[km/h
2
]이

고, 기후조건이 불량한 경우에 표 4를 기준으로 제동 감속도를 계산하면 약 3.53[km/h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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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궤도정보

궤도정보 중에 구배정보는 구배부분의 시작지점, 구배부분의 종단지점, 기울기, 구배 끝 부분의 접선

길이의 데이터로 구성되며 그림 3과 같다.
5)

그림 3. 구배정보의 구성

곡선정보는 수평곡선의 시작저점, 수평곡선의 종단지점, 완화곡선의 길이, 캔트, 수평곡선의 반지름의

데이터로 구성되면 그림 4와 같다.
5)

그림 3. 곡선정보의 구성

하구배에 대한 제한속도는 서울메트로 운전취급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하면 표 5와 같으며, 곡선제한속

도는 표 6과 같다. 최대 열차속도는 80[km/h]이다.

표 5. 하구배 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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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곡선 제한속도

모든 궤도정보를 포함한 궤도정보 구성을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표 7은 종합운동장의 궤도정보로써

궤도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표 7. 궤도정보 구성

3. Buffer가 있는 궤도의 안전제동거리 계산 및 속도 프로파일

2장에서의 차량 및 궤도정보를 이용하여 안전제동거리를 계산한다. 안전제동거리는 그림 4를 이용하

여 계산한다.
6)

그림 4. 안전제동거리 계산을 위한 모델

IRJ(Insulated Rail Joint)는 절연된 레일 연결부분을 의미하고, Buffer가 있는 궤도길이는 Buffer로부

터 s-bond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Buffer부터 제동지점까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1)을 이용한

다.

D=
V 2-V2

0

2b res(v)
(1)

V는 Buffer에서의 초속도를 의미하고, V0
는 열차의 종속도를 의미한다. b res(v)는 제동감속도를 의미

한다.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V가 5[km/h]이고, 열차의 종속도는 0[km/h]이다. 제동감속도는 0.76[m/s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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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제동거리를 계산하면 1.3[m]이다. 그러므로 안전제동거리를 계산하면 식(2)와 같다.

D s=mileage C-mileageA+1.3 (2)

안전제동거리를 포함한 ATP 속도제어장치에서 생성한 정보구성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속도제어장치의 정보구성

TC는 해당 궤도회로를 나타내고, prevTC는 이전 궤도회로를 나타낸다. nextTC는 이후 궤도회로를

나타내고, GKL은 궤도회로 길이를 나타낸다. HTP는 정지점 타입을 나타내고, Shn은 안전거리 적용 값

을 나타내고 nSW는 안전거리 계산 값을 나타낸다. nBSW는 오버랩 궤도회로 수를 나타낸다. 표 8을 이

용하여 속도제어장치에서서 생성한 열차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열차속도 프로파일

4. 안전제동거리 실차시험

3장에서 계산된 제동거리를 서울메트로 2호선 33[%]의 하구배가 있는 성내～잠실 구간과 곡선반경이

350R인 구의～강변 구간에 측정하였다. 차량은 10량으로 실차시험을 하였다. 하구배 구간에서 계산된

ATP 안전거리 정보는 표 9와 같으며, 곡선 구간에서 계산된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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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하구배 구간에서 속도제어장치의 정보

표 10. 곡선 구간에서 속도제어장치의 정보

하구배 구간에서 계산된 안전거리는 98[m]로 계산되었으며, 곡선구간에서는 94[m]로 계산되었다. 이를

그림 6과 같이 현장측정 결과, 오차가 3[%] 이내로 하구배 구간에서는 97.7[m]로 측정되었으며, 곡선구

간에서는 94.2[m]로 측정되었다.

그림 6. 실차시험 전경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TP 안전제동거리 계산에 필요한 차량 및 궤도정보를 분석하고, 안전제동거리를 계산

하였다. 안전제동거리를 포함한 ATP 속도프로파일을 나타냈으며, 서울메트로 2호선에 적용하여 실차시

험을 통해 안전제동거리와 실제차량 정지위치를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안전제동거리는 궤도

회로 및 제동감속도에 따라 변경된다. 제동초속도는 열차종류별로 계산되어지며, 계산된 안전제동거리와

실제 측정거리와 비교한 결과, 오차는 약 3[%] 이내로 해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열차속도 증가에 따른

궤도회로 길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속도별로 안전제동거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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