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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and developing status of the on-board Automatic Train Control (ATC) System 

employed to control the Urban Maglev vehicle in Korea. In the construction of demonstration line for Urban 
Maglev Program, the Daewoo Engineering Company (DEC) has participated as a supplier of the whole ATC 
System since 2009. According to the contract with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DEC is under progress for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ATC system including Safety Integration Level (SIL) assessment from the ISA, which 
is follow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EC62278, IEC62279, and EN50129. Once the Urban Maglev Program 
is completed successfully in 2013, the developed system will be the first localized whole ATC system which has 
SIL assessment and commercial operation experience in Korea.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국가대형연구개발실용화사업인 “도
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에 적용될 열차제어시스템의 차상신호설비 개요 및 개발 현황

을 제시한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은 2006년 11월 시작되었으며 2012년 11월까지 6년간에 

걸처 SE, 차량개발, 시범노선건설을 국내기술로 수행하게 된다. 2009년 5월 대우엔지니어링은 도시형 자

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사업의 시범노선 건설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체 열차제어시스템

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계

약에 따라서 대우엔지니어링은 독립안전성평가기관으로부터의 안전성 인증을 포함하여 전체 열차제어시

스템에 대해서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인증은 국제 규격인 IEC62278, IEC62279 및 

EN50129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의 건설이 성공적

으로 완료되면, 개발된 열차제어시스템은 한국에서 상업운행 실적과 안전성 인증을 받은 첫 번째 국산 

열차제어시스템이 된다.

1.1 시범노선 개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의 시범 노선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도 일원

- 총 연 장 : 본선 6.113Km(복선), 인입선 0.750Km(단선)
- 정 거 장 : 6개역(섬식 5개소, 상대식 1개소)
- 차량기지 : 1개소(인천공항철도 차량기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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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범노선 노선도 그림 2. 1단계구간 노선 약도 

2. 열차제어시스템 개요

2.1 시스템 성능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의 열차제어시스템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 운 전  방 식 : ATO에 의한 무인운전(Driverless)
- 신 호  방 식 : 차상신호방식

- 최소운전시격 : 90초(회차 포함 150초)
- 표 정  속 도 : 36km/h 이상

2.2 시스템 구성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의 열차제어시스템은 자기부상열차의 특성에 따라 선로변에는 속도코드

전송 및 열차검지를 위한 ATP/TD 루프와, 속도신호검출을 위한 속도검출루프가 포설되고 차지상 간의 

Vital 신호전송은 이 두 루프를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차상에 설치된 ATP/TD 장치는 지상신호설비의 열

차검지를 위한 열차진입/열차진출(Check-in/Check-out)신호를 지상의 ATP/TD 루프로 전송하고 지상의 

ATP/TD 장치는 이 신호에 따라서 열차 위치를 검지하고, 검지된 열차위치에 따라서 차량으로 열차 주

행 제한속도를 ATP/TD 루프를 통해서 전송하게 된다.

그림 3. 열차제어시스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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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특징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열차제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 특징을 가진다.
- 차상의 열차진입/진출(Check-in/Check-out) 신호에 의한 열차위치 검지 

- 비접촉식 속도검출루프에 의한 속도검출

- 분산형 전자연동장치

2.3.1 차상 열차진입/진출 신호에 의한 열차검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열차제어시스템의 열차위치검지는 차상 ATP/TD 장치에서 전송된 열차진입

(Check-in) 신호 및 열차진출(Check-out) 신호를 통해서 검지한다.
각 폐색 구간에 설치된 지상 ATP/TD 루프에 열차진입(Check-in) 신호가 검출될 경우 지상 ATP/TD 장

치는 열차가 폐색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검지하고 해당 구간을 열차 점유 상태로 인식한다. 열차의 폐

색구간으로부터의 진출은 해당 폐색 구간에 열차진출(Check-out) 신호가 소거 되고, 진행 방향의 전방 폐

색구간에 열차진출 신호가 검지되면 해당 폐색구간으로부터 열차가 다음 폐색 구간으로 이동한 것으로 

검지하고 해당 구간은 열차 비점유 상태로 전환된다.

2.3.2 비접촉식 속도검출루프에 의한 속도검출

도시형자기부상 열차제어시스템에서 속도검출은 자기부상열차의 특성에 기인해, 차륜을 가지고 있는 

열차에 적용되는 타코미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부상 열차제어시스템은 지상에 속도검출

루프를 30cm 간격으로 교차하여 포설하고, 차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서 지상의 교차된 부분을 검출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차상에는 20cm 간격으로 3개의 수신코일이 내장되어 있으며, 지상 속도검

출루프와 차상안테나의 조합을 통해서 10cm 해상도의 속도신호를 연산한다.

(ｺｲﾙ3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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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속도검출원리

2.3.3 분산형 전자연동장치

자기부상 열차제어시스템의 전자연동장치는 분산형 구조로 구성된다. 각 연동역에는 연동논리부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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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며 기기집중역에는 현장제어부(전자단말)가 설치된다. 모든 연동논리 처리는 연동논리부에서 수행되

며, 연산된 정보는 광통신 망(SHR)을 통해서 각 기기실에 설치된 현장제어부로 전달되며 현장제어부는 

현장에 설치된 분기기 및 신호기의 제어처리를 수행한다.
자기부상 열차제어시스템의 전자연동장치는 분산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기기의 이설 및 

증설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림 5. 전자연동장치 시스템구성

3. 자기부상열차 차상신호설비 구성 및 기능

3.1 전체 시스템 구성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열차제어시스템 차상신호설비는 자동 열차 보호 및 자동열차운전 기

능의 차상 ATP/ATO(Automatic Train Control/Automatic Train Operation) 장치, 비상 운전 시 승무원에게 

전동차의 실제 주행 속도 및 지상신호설비로부터 수신된 속도코드 정보를 표시하는 차상표시장치(ADU, 
Aspect Display Unit), 지상 열차 검지 루프로 전송할 열차 검지 신호를 생성하고 지상 ATP 장치에서 송

신하는 ATP 속도코드를 수신하는 ATP/TD 장치 및 ATP/TD 안테나, 역간에 설치된 ATO 마커 검출 및 

역사내 TWC 마커와 양방향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ATO Local 장치 및 ATO Local 안테나, 차량 상태 및 

고장정보를 송수신하는 ATO Data 장치 및 ATO Data 안테나, 열차속도를 검출하는 속도검출장치 및 속

도검출 안테나로 구성된다. 차상신호설비의 주요 장치는 이중계로 구성되며 한 개 채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채널로 자동 전환되고 전환 후에도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그림 6. 차상신호설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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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차상 ATP/ATO 장치

차상 ATP/ATO 장치는 차상신호설비의 주제장치로서 과속보호, 출입문 허용제어 등의 자동열차보호

(Automatic Train Protection) 기능 및 역간 자동속도조절, 자동 정위치 정차 등의 자동열차운전(Automatic 
Train Operation) 기능을 수행하며 열차제어기능을 수행하는 32bit Micro-processor를 탑재한 CPU, 차량과

의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Vital Input/Output 장치, 차량 종합운행제어장치(TCMS)와의 인터페이스를 위

한 MVB 통신장치, 자동운전을 위한 PWM(Pulse Width Module) 장치 및 차상신호설비 하부 장치와의 인

터페이스를 위한 CAN Bus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3.3 속도검출장치

속도검출장치는 지상에 설치된 속도검출루프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검지하고, 검지된 신호를 단위 

차상 ATP/ATO 장치 및 차량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상 속도검출루프로부터 전송된 27kHz의 

무변조 신호를 해석하는 복조 장치, 해석된 신호를 차량 및 차상 ATP/ATO 장치로 펄스형태로 전송하기 

위한 변조장치 및 차상 ATP/ATO 장치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위한 CAN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3.4 ATP/TD 장치

ATP/TD 장치는 지상 ATP/TD 루프에서 송출되는 지상 ATP 신호를 해석하고, 차량의 주행 방향에 따

라서 열차검지를 위한 열차진입(Check-in)/열차진출(Check-out) 신호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kHz 
ATP 신호 복조 장치, 15kHz 및 11.8kHz의 TD 신호 변조 장치 및 차상 ATP/ATO 장치와의 통신 인터페

이스를 위한 CAN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3.5 ATO Local 장치

ATO Local 장치는 지상 ATO Local 장치와의 차지상간 통신을 통해서 자동운전을 위한 역정보 등의 

정보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며, 지상 무선원지상자의 동작전원 공급을 위한 256kHz 신호 생성 장치, 차지

상간 통신을 위한 3.0Mhz 신호 생성장치, 1.7Mhz 신호 수신 장치 및 차상 ATP/ATO 장치와의 통신 인터

페이스를 위한 CAN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3.6 ATO Data 장치

ATO Data 장치는 선로변에 설치된 무선 AP를 통해서 ATS(Automatic Train Supervision) 설비와 차상신

호설비와의 통신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주행 중에 차량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사

용된다.

3.7 차상화면표시장치

차상화면표시장치는 차량의 비상운전대에 설치되어 수동운행 시에 승무원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

행한다.

4. 차상신호설비 개발 현황 및 계획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열차제어시스템 차상신호설비는 현재 시스템 구성, 단위 하드웨어

의 상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11년 5월 완료를 목표로 각 단위 장치의 시제품의 제작을 진행하고 있

다. 시제품의 제작이 완료 되면 2011년 6월 온습도, 진동․충격 및 EMC 시험 등의 환경시험, 2011년 9월 

공장시험, 2012년 완성차시험 및 2013년 본선시험을 거쳐서 2013년 8월경에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

설공사가 완료와 동시에 영업운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5. 독립안전성평가기관(ISA) 인증

차상신호설비를 포함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전체 열차제어시스템은 현재 국산화개발과 병행해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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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적인 독립안전성평가 인증기관인 로이드 레지스터 레일사가 참여하여 안전성 인증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 인증은 IEC 62278(System RAMS), IEC 62279(Software) 및 EN 50129(Safety 
Assurance)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RAMS 활동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열차제어시스

템에 소프트웨어에 개발에 대해서 국제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SIL4 수준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품질보증 절차를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안전성 평가 인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열차제어시

스템에 대해서 SIL4 등급에 부합하는 안전성 인증을 받게 된다.

6. 결 론

국내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은 외산 열차제어시스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열차제어시스템의 국산

화는 차상신호장치 및 전자연동장치 등의 일부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국산화하고 영업운

행에 투입된 사례는 있으나, 차상신호설비, 지상신호설비 및 통합관제설비의 전제 열차제어시스템을 국

산화 개발하고, 더욱이 국제적인 독립안전성 평가 인증기관으로부터 SIL4 수준의 안전성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2013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개발된 열차제어

시스템은 한국에서 상업운행 실적과 SIL4 수준의 안전성 인증을 받은 첫 번째 국산 열차제어시스템이 

되며, 외산이 점유하고 있는 국내 열차제어시스템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 등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는 국내 열차제어시스템 기술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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