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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is to perceive accurately speed of the train through redundant processor operation. When Slip/slide 
is occurred at the axle, the train is applied brake force using the Tachometer and the Doppler sensor which 
assistance equipment.

One of the main features of railway signaling system is that rolling stock is made stop to avoid collision with 
the rolling stock ahead when the rolling stock exceeds its maximum operating speed in line.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rolling stock with automatic train operation, it carries out activities such as braking 
and propulsion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its actual speed and target speed at the point. To perform these 
functions, it is essential to calculate the exact speed of the rolling stock in signaling equipment on vehicles.

Train speed detection unit are composed of the Tachometer and the Doppler sensor, and speed information is 
sent to the SDU unit.

The processor of SDU unit calculates the speed of the train using compare logic the received speed information.
Even if there are Slip/Slide, signaling system is available to apply exact braking, to improve stop on position 

an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rains.

1. 서 론

철도 차량에 있어서 주행 중인 차량에 제동장치에 의한 제동력이 인가되거나, 차량을 구동시키기 위

해 추진 장치에서 추진력을 발생시킬 때 이러한 장치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하는 토크

를 발생시켜야 하지만 레일의 상황이나 제어 장치들의 제어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들 중 공전(슬립 : Slip)과 공주(슬라이드 : Slide)가 신호장

치 입장에서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차량을 구동 시에는 슬립 현상이 발생하고, 차량을 제동할 경우에는 슬라이드 현

상이 발생한다. 차량 제동 시 인가되는 제동력에 의해 차륜과 레인 간의 미끄럼 발생 정도가 심하게 발

생되고, 역행 시에는 견인력으로 인해 미끄럼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기계적 손상, 소음 등의 원인

이 되고 있다.[1]
차량의 슬립이나 슬라이드에 의해 차량의 출력 저하가 발생하고, 차륜이 끌리면서 휠에 찰상을 일으

켜 차량 휠의 손상의 원인이 된다. 슬립, 슬라이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 장치나 제동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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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슬립/슬라이드가 발생할 경우의 분석을 통해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

다.[3]
그러나 모든 차량의 상태나 주변 환경 등이 동일하지 않고, 눈, 결빙, 비 등에 의한 레일의 상황에 따

라 정확한 슬립, 슬라이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철도 차량의 운전시스템은 기존의 ATC(Automatic Train Control) 시스템이 보다 확대되어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운전방식을 적용한 자동, 무인 운전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차량 운전방식이 자동, 무인화 됨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정확한 속도 계산 및

차량의 이동거리 계산, 그리고 정확한 정위치 정차 제어를 통한 출입문 제어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ATO 장치는 차량 운행을 위한 ATC 기본기능에 차량의 자동 운전 기능, 속도 프로파일에 의한

속도제어, 정위치 정차 제어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제동곡선에 의해 제동력이 인가되더라도 차량에서 지원하는 제어 외에 외부 환경적

인 요인에 의해 슬라이드가 발생되어 차량이 계산된 속도 프로파일이나 제동곡선을 맞추지 못하여 과주

나 미주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최종 정차점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차량에 제동력이 인가되어 차축에서 슬립/슬라이드가 발생하더라도 속도검지 장치인 속도

검지 장치(타코메타 또는 속도센서 등)와 속도검지 보조 장치인 도플러 레이더 센서(Doppler Radar 
Sensor)를 이용하여 이중화된 프로세서의 연산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검지하는데 있다.

2. 본 론

2.1 차량의 속도계산 및 이동거리 계산

철도 차량용 차상신호장치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차량이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선

로 내에서 허용되는 최대 주행 속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차량에 제동을 인가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이다. 또한 차량 자동운전을 수행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의 실제 속도와 차량의 주행 지점에서의

목표 속도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제동 및 추진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속도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를 통해 차량의 이동거리

를 계산하는 것은 차상신호장치에 있어서 필수 항목 중의 하나이다.
차량의 속도를 검지하기 위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차축에 설치된 속도검지 장치(타코메타 또는 속도센

서 등)를 사용하여 속도를 검지한다.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 차축에 설치된 속도검지 장치에서 발생되는 차축의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

펄스를 이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연산한다.
또한 차상신호장치는 계산된 속도값과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차량의 이동거리를 계산한다.

그림 1 차량 속도 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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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량 정위치 정차 인식

2.2 이동거리 계산 오차 발생 및 보정

일반적인 차량의 속도검지 장치에 의한 속도값의 계산과 이동거리 계산 로직에 의한 연산은 차량의

상태나 외부 요인에 의해 거리 계산의 오차가 발생한다.
거리 계산의 오차 발생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속도검지 장치 오차

- 휠 마모 정도

- 거리 계산 연산 오차

- 슬립/슬라이드
위 요인 중 장치의 속도검지 오차나 휠 마모 정도, 연산 오차 등에 의해 발생되는 오차는 정위치 정

차 기준인(±30cm, ±35cm, ±50cm)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슬립/슬라이드가 발생할 경우 이

러한 오차는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차축에 설치되어 차축의 회전 속도에 비례하여 펄스를 발생시키는 속도검지 장치의 경우 슬립/슬라이

드가 발생하면 차량이 추진력에 의해 이동하거나, 제동력에 의해 제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이동하더라

도 펄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연산하는 프로세서에서는 속도 연산을 위한 정확한 펄스값이

입력되지 않으므로 차량의 현재 속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차량의 속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거리 또한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게 된다.
자동운전이나 무인운전 차량의 경우 지상에 트랜스폰더(지상 TAG 또는 Balise 등)에서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이용하여 차량의 이동거리를 보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이동거리는 보정이 가능하지만 정위치 정차를 하지 못하여 차량이 과주 또는

미주가 발생하게 된다.
차량이 과주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 시나리오에 의해 후진하여 정위치 위치를 맞추거나 현재 역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Skip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주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에 의해 차량을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차량의 정시성 확보나 승객 편의사항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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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슬립/슬라이드 제어에 의한 정확한 거리 연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펄스를 이용한 기존의 속도검지 장치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 속

도검지 장치인 도플러 레이더 센서를 추가하여 슬립/슬라이드가 발생하여 정확한 속도 정보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나 차량의 이동 중에 급격한 속도 변화 등을 검지하여 도플러 레이더 센서에서 입력되는 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속도값 및 차량의 이동거리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속도를 계산하는 장치는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정확도 및 안전성을 요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safety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의 이중화 구조로 설계된 SDU(Speed 
Distance Unit) 장치를 이용하여 정확한 속도 계산을 처리한다.
차량의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safety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2개의 속도

검지 장치를 설치하여 1개의 속도검지 장치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시킬 수 있

도록 구성한다.

그림 3 SDU에 의한 차량 속도 연산 방법

이중화된 프로세서로 구성된 SDU 모듈을 이용하여 차량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SDU 모듈의 프로세서는 차량의 서로 다른 차축에 설치된 2개의 속도검지 장치를 통해 속도 펄스

를 입력받는다.
2. 각각의 프로세서는 서로 다른 속도검지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속도 펄스를 연산한다.
3. 연산한 결과를 비교 로직에 의해 비교하여 오차 범위 내에서 계산되었을 경우 계산된 결과를 차상

신호장치로 전송한다.
4. 계산된 결과가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속도검지 오류 메시지를 차상신호장치로 전달하여 속

도검지 오류에 따른 에러 처리 프로세서를 진행하도록 한다.
5. 속도검지 장치의 고장을 검지하여 1개의 속도검지 장치가 고장 났더라도 다른 1개의 속도검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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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용하여 속도값에 대한 연산/비교 기능을 수행한다.
6. 속도검지 장치의 속도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정상적인 가감속 한계 속도 초

과)를 검지하여 슬립/슬라이드 발생을 판단한다.
7. 슬립/슬라이드가 발생할 경우 보조 속도검지 장치인 도플러 레이더 센서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해석

하여 차량의 속도를 보정한다.
8. 도플러 레이더 센서는 펄스 형태로 정보가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속도값이 입력되므로 입

력된 값의 단순 비교 후 오차 범위내의 값일 경우 차상신호장치로 전송한다.
9. 비교한 속도값이 오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에러 처리 프로세서를 차상신호장치에 요청한다.

그림 4 SDU 장치 시스템 구성

그림 5 SDU 모듈 속도 정보 처리 프로세서

아래 그림은 정상적인 속도 그래프에서 슬립/슬라이드가 발생할 경우 변화되는 속도 그래프를 시뮬레

이션한 것이다. 또한 SDU 모듈을 적용하여 슬립/슬라이드가 발생했을 때의 속도 그래프 시뮬레이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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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속도 그래프와 근접함을 나타내었다.

그림 6 SDU에 의한 속도연산 그래프

3. 결 론

본 논문은 이중화된 SDU 모듈을 적용하여 차량 속도 및 거리의 안정된 연산 및 도플러 레이더 센서

를 이용한 보다 정확한 속도 및 거리 연산을 통해 차량의 운행 및 차상신호장치의 동작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첫째, 2개의 속도검지 장치 중 1개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시킬 수 있어 차량

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2개의 속도검지 장치의 속도값이 서로 다를 경우 속도 연산 프로세서의 상호 비교에 의해 출력

을 차단함으로써 차량의 비상제동을 체결하여 Fail-Safe 하게 동작하도록 설계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셋째, 차량에 슬립 발생 시 과다한 차량 속도 계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제동 인가를 억제하고 보다 승

차감 향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제동 인가 횟수의 감소는 차량의 제륜자 마모를 감소

시켜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넷째, 자동 운전 시 차량에 슬라이드가 발생할 경우 부족한 차량 속도 계산으로 인해 필요한 제동력

보다 낮은 제동력을 발생시켜 자동운전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나, SDU를 적용함으로서 정확

한 속도 연산 및 제동력의 발생을 통해 자동운전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개의 속도검지 장치 및 도플러 레이더 센서 신호를 이용하여 속도연산 모듈을 통해 안정

된 속도연산은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측면이 향상됨과 동시에 정확한 속도의 연산은 차량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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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편의성과 차량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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