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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ystem necessary for safety such as the train control system, to make train control information be sent 
correctly is very important to enable organic movement between trains. In the case of the system such as RF-CBTC 
(Radio Frequency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the control related information is sent through wireless 
transmission between on-board system of a train and wayside transmitter. The wayside transmitter collects the 
running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velocity from the on-board system and operates the optimizing control by 
sending the control information such as the target, limited velocity to the on-board system. But, when the 
communication disconnect or train failure, the critical hazard such as train collision or derailment may be possible 
because the RF-CBTC depends on the information through wireless communication. This paper discribes of 
performing Fall-Back system to detect train position in the case of rail break or communication failure to avoid 
train accident and allows train to be operated safely. It can be implemented with ATP function through track 
circuits using active-type transformers and axle counters, and allows train to be operated manually in emergency 
status.

1. 서론

열차제어시스템과 같이 안전이 필수적인 시스템에서는 유기적인 열차간 동작을 위해 정확한 열차제어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 중요하다. RF-CBTC 시스템(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지상에 위치한 시

스템이 차상 시스템으로부터 위치와 속도와 같은 제어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목표속도와 제

한속도를 결정하여 최적제어를 수행한다. 하지만, RF-CBTC시스템은 무선통신에 기반하므로 통신장애

나 차량의 고장 발생시 지상 시스템에서 차량 위치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열차간 충돌 및 탈선 등 치명

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일절손이나 통신장애 발생시에도 열차사고를 방지

하고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열차점유를 검지할 수 있는 Fall-Back 시스템을 기술한다. Fall-Back 

시스템은 능동형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궤도회로나 Axle Counter(차축 검지시스템)을 통한 ATP 방호기

능으로 구현되며, 비상시 차량이 수동으로 동작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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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Fall-Back 시스템 구축방안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Fall-Back 시스템은 무선통신에 의한 RF-CBTC 열차제어시스템에서 지상/차상 

시스템 간의 통신장애나 지상 시스템의 고장 발생으로 지상으로부터의 자동제어 불가시 Fall-Back 자

체 시스템만으로 열차의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차축 검지시스템과 궤도회로를 

Fall-Back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도표 1. RF-CBTC Fall-Back 모드 비교

2.1.1 Normal 모드

  RF-CBTC 신호방식에서 장애가 없는 Normal 모드일 경우 차상과 지상간의 양방향 통신은 무선 

방식(Wireless)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성되며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무선 시스템이 적용됨으로써 

Loop 방식에 비해 Cost를 절감 할 수 있으며, 대용량의 Data를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대

용량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짐으로써 Moving Block System의 적용 및 완전 무인 운전에 적합한 시

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1) Normal 모드 지상 구성도

지상 시스템은 중앙사령실, 현장신호기기실로 구성되며 열차의 운행간격(Headway)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제어를 위한 제한속도와 이동속도를 포함한 이동권한정보를 차상으로 전송한다.

146



WATC EIE

IFS

LCC
#1

LCC
#2

WATC EIE

IFS

LCC
#1

LCC
#2

역사 n+1 역사 n+2역사 1 역사 2 역사 3 역사 n+3

AP

고속 이동
(평균 80Km/h, 최대 110Km/h)

현장신호기기실 1

Data 송수신 빈도 : 1회/300ms
Data 송수신 크기 : ~ KByte

Data 송수신 빈도 : 1회/500ms
Data 송수신 크기 : ~ KByte

Roaming : > 100ms

TCC Server(Fault Tolerance) DCC Server

Processor Processor

Master 
Clock

DCC 
Termina

l

PC
Operation 
Console

Schedule
Console

LDU

PDP TV
(or LDP, 

DLP)

View 
Console

Processor

TCC 
Termina

l

ATC ATC

중앙(종합)사령실

AP AP AP AP AP

현장신호기기실 2

그림 1. Normal 모드 지상 시스템 모델

2) Normal 모드 차상 구성도

차상과 지상간의 양방향 무선 통신으로 운영되며 지상으로부터 제한속도(Speed Limit) 와 운영속도

(Current Speed) 가 포함된 이동 권한 정보를 수신하여 정적, 동적 속도 프로파일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

된다.

이동폐색 시스템은 기존의 고정된 궤도회로(Block)의 개념이 아닌 앞 열차와의 계산된 거리에 의해 

안전거리를 유동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앞 열차와의 거리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최소한

으로 줄일 수 있으며, 운영 간격(Head-Way)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열차와 지상 신호시스템 또

는 열차와 열차간의 실시간 연속 통신이 이루어 져야만 가능하다.

ATP 시스템의 주 기능은 속도제한 수신/해독, 열착 과속 보호, Vital 및 Safety 기능 수행, 열차간 안

전거리 확보 이고 ATO 시스템의 주 기능은 자동열차 출발/정지 운행, 정위치 정차, 열차 출발/정지 관

련 자동 운행, 정차시간 제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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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ormal 모드 차상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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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Fall-Back 모드

RF-CBTC 신호방식의 Normal 모드에서 장애 발생시 Fall-Back 모드로 전환되며, 방식은 ATP 시스

템에 적용된다. 이 방식은 한 궤도회로에 하나의 열차를 기본으로 하며, 구배나 곡선 정도에 따라 열차

가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기본으로 궤도회로(Block)을 산정한다. 궤도회로나 차축검지기가 ATP 

시스템과 연동되며 열차점유에 따른 신호기제어를 통해 수동으로 운영된다.

1) Fall-Back 신호기 제어

Auto 모드에서 이동폐색 시스템의 경우 시격거리는 지상으로부터의 이동권한 정보에 좌우되므로 폐

색구간별  신호기는 동작하지 않고 검정색으로 표시된다. 장애발생으로 인해 Fall-Back 시스템으로 전

환되면 궤도회로와 차축검지시스템은 전자연동장치로 점유정보를 전송하고 신호기를 제어하게 된다. 신

호기의 제어를 통해 수동으로 운영 가능하다.

그림 3. Fall-Back 시스템에서 신호기 제어 표시

2) Fall-Back 차상 구성도

Fall-Back 시스템에서 속도코드 수신방식의 ATP는 궤도회로에서 송신하는 AM (Amplitude  

Modulation) 신호를 열차 선두에 설치된 차상 pick-up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여 해석 함으로써 열차를 

제한 속도(속도코드)에 따라 운행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속도코드는 지상에서 차상으로 전달되는 단

방향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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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all-Back 시스템 차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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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ll-Back 운영

Fall-Back 시스템 방식은 고정 폐색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궤도회로나 차축감지기를 통한 열차 점유 

정보를 통해 전자연동장치의 신호기 제어를 현시하여 수동으로 운영된다. 

그림 5. Fall-Back 시스템 운영

2.2 Fall-Back 시스템 비교

Fall-Back 시스템은 차축 검지기와 궤도회로가 있고 각각의 특징은 아래표와 같이 비교 할 수 있다.

도표 2. Fall-Back 시스템 비교

2.2.1 차축 검지기

2.2.1.1 차축 검지기 구축방안

1) 차축 검지기 개요

차축 검지기는 검지 헤드 내의 진입 차축과 진출 차축을 비교하여 해당 궤도 내의 열차 점유여부를 

결정하고 전자 연동장치에 정보를 전송하여 신호기를 제어하고 Active Balise 의 진입방호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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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Back 모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6. 차축 검지기 개요

2) 차축 계수부 동작원리

차축검지 시스템은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송신과 수신 차축검지 헤드간 차륜이 검지기 상에 위치할 

때 입사각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여 열차 차축을 검지한다. 이렇게 검지된 정보는 서브시스템인 차축계

산기로 전달한다. 

그림 7. 차축 계수부 원리

3) 차축 계산기 동작 원리

열차가 차축검지기 지역 내로 진입하면 차축계산기는 전자기 유도 변화로 열차의 차축 수를 카운팅 

한다. 차축계산기는 차축검지기 지역 내의 진출 차축의 개수와 진입 차축 개수가 동일할 때 특정 미 점

유 블록을 점유상태로 결정한다.

2.2.1.2 차축검지기 기능

1) 점유 여부 결정

차축 계산기 결과에 따라 점유 여부를 검지한다.

2) 신호기 제어

차축 계산기가 전자 연동장치에 점유 정보를 전송한다. 연동장치가 점유시 진입 신호기 STOP(RED), 

점유 이전 구간 신호기 Go Slow(YELLOW), 허가시 진입 신호기 GO(GREEN) 의 논리로 신호기를 제

어한다. 

3) 선로 전환기 방호

차축검지 헤드는 선로전환기 설치 지점에 선로에 직접 맞닿아 설치된다. 분기구간에 열차 유무가 확

인되면 역제어기에서 수동으로 선로전환기를 동작시켜도 방호를 위해 동작되지 않고 분기구간 주변은

열차 점유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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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차축 검지 헤드 설치 위치

4) 점유구간 진입 방호

만약 기관사의 실수 등 인적 오류로 점유구간 진입 명령시 전자 연동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Active

Balise 에 의해 차단되어 해당 열차는 비상제동이 체결되고 점유구간 진입 전 구간에서 정지한다.

2.2.2 궤도 회로

2.2.2.1 궤도 회로 구축방안

1) 궤도회로 개요

궤도회로(track circuit) 은 선로를 전기회로의 일부로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그 회로를 차량의 

차축에 의해 레일간을 단락함에 따라 주로 열차의 유무를 검지하기 위한 전기회로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AF 궤도회로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AF 궤도랙이 점유 정보를 전자 연동장치에 전

송하면 연동장치는 신호기를 제어한다. 신호기를 현시하고 전자 연동장치로부터의 제한 속도 정보를 받

아서 Fall-Back 시스템으로 수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9. 궤도 미 점유

2) AF 궤도회로 원리

주요 기능블록은 송신부, 동조유닛, 수신부로 구성된다. 송신부는 특정 궤도호로에 필요한 열차검지용 

주파수를 발생시키며, 신호현시 조건에 따른 구형파의 지시 속도코드 주파수를 발생시킨다. 이 열차검지 

주파수와 지시속도코드 주파수를 반송주파수에 맞추어 변조를 한 후 증폭과정을 거쳐 튜닝유니트를 경

유하여 임피던스본드로 궤도신호를 전달한다. 수신부는 궤도구간에 열차가 점유하지 않았을 때 열차검

지 신호가 수신부측 동조유닛 거쳐 수신부로 전달된다. 이 수신된 신호는 증폭 및 복조되어 구형파로 

만들어 진 후 AF 궤도랙의 궤도계전기를 통해 궤도회로의 비점유상태를 검지한다. 열차가 궤도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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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점에 진입하면 열차차축에 의해 궤도레일이 단락되어 수신부에서는 수신된 궤도신호가 최소 동작

레벨 이하로 저하되어 AF 궤도랙의 궤도계전기를 동작시켜 궤도점유 상태를 검지한다.

2.2.2.2 궤도 회로 기능

1) 점유 여부 결정

  AF 궤도회로 시스템은 궤도를 주파수를 이용하여 일정부분으로 나누어 전기적으로 절연하고, 각 절연

된 부분을 한 개의 회로로 구성한다. 송신부의 주파수가 수신부에 전달되면 미점유, 전달되지 않으면 점

유로 판단한다.

2) 신호기 제어

궤도회로가 전자 연동장치에 점유 정보를 전송한다. 연동장치가 점유시 진입 신호기 STOP(RED), 점

유 이전 구간 신호기 Go Slow(YELLOW), 허가시 진입 신호기 GO(GREEN) 의 논리로 신호기를 제어

한다. 

3) 레일 결손 감지

레일 결손 시에도 열차 점유의 동작방식처럼 궤도회로가 단락이 된다. 점유정보가 지속되고 열차 점

유 정보와 비교하여 다를 시 레일 결손 확인을 하게되어 결손을 감지한다. 결손시 진입을 자동적으로 

진입을 방호하는 역할도 한다.

4) 속도 코드 전송

속도 코드는 열차 점유로 판단했을 때 전자연동장치에서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를 계산하여 궤도회로 

송신 임피던스를 통하여 선로로 연속적으로 전송한다. 선로의 속도코드 주파수를 열차의 하부에 설치되

어 있는 수신 안테나에서 수신하여 차상의 MMI 에 제한 속도를 현시한다. 제한 속도 내에서 수동 운전

이 가능하도록 ATP 방호 기능을 한다.

3 결론

상기 본문에서는 무선통신에 의한 RF-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방식에서 

Fall-Back 시스템의 구축방안과 구성되는 요소인 차축검지기, 궤도회로의 동작방식 및 세부기능을 소개

하였다. Fall-Back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운전시 장애 발생시에도 차량은 비상운행이 가능하고 신호기제어와 열차점유검지는 정상적

으로 동작하여 운행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둘째, 지상의 중앙사령실에서 Fall-Back 운영 차량의 동선이 파악가능하므로 전체 편성의 운영 효율

성을 높인다.

셋째, 궤도 결손을 감지하므로 탈선 등 있을 시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방호한다.

넷째, 분기구간에서 열차 점유시 선로 전환기를 수동조작하여도 동작하지 않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

는 위험 요소로부터 방호한다.

이러한 안전성으로 인해 CIS(독립국가연합) 국가에서는 궤도회로를 필수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가 개통 예정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구간에서도 궤도회로가 적용될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안전성에 비해 부담할 수 있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RF-CBTC 방식은 비용과 성능측면

에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고 이에 따른 Fall-Back 시스템도 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전성과 운전 

효율성을 위해 활용가능성이 높다. 

152



참고문헌

1. IEEE Std 1474.1-2004, IEEE Standard Method for CBTC Performance and Function 

   Requirements

2. 강덕원, 이종성, 민영기, 성창곤, “Axle Counter를 이용한 열차위치 검지 및 ATP 방호 방안”,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3. http://www.tsd.org

4. 현대로템(주) 신호팀, “알마티 신호 시스템 사양서” 2011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