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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a variety of candidate trains in KORAIL and Seoul Metro Corp. for an experimental 
driving which would be in the prosecution of making functional and performance experimentation for the specified 
manual by this project. We examined many preliminary out-of-service trains and some kinds of spare trains to 
secure two composition of test-trains for CBTC evaluation and studied a remaking scheme to convert control 
vehicles of these trains to CBTC-functioned ones to choose a most suitable ones of them, so we will be make 
traveling tests on the test railroad with them. 

1. 소 개

국내에서 CBTC(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기술을 개발하여 시험노선에 지상 인프라

를 구축하고, 시험열차를 투입하여, 현차시험으로 검증하는 국가R&D사업이 최근 진행되었다. 본 연

구과제는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지상 및 차상인프라를 구축하며 기능 및 성

능을 시험하고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무인(Driverless)운전이 가능하도록 개개 하부시스템의 세부사

양을 결정하고 개발하며 실용화하고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검증시험을 함으로써 시스템을 국산화

하여 열차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철도전용 무선주파수를 확보하여 차량제어정

보를 통신프레임에 실어서 전송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며, 또한 시험열차를

확보하여 과제에서 개발하게 될 CBTC시스템을 구축하는 열차개조와 시험노선에서 일정기간 현차

시험을 예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험열차에 CBTC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철도

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용하는 차량에서 폐차예정차량과 예비차량을 연도별, 제어방식별로

조사하였으며 CBTC시스템으로 개조가능한 후보차량 중에 가장 적합한 차량을 결정하기위해 제어

기능별 조사하였으며 이의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내 CBTC 기술관련 사업 및 구축 사례

2.1 국내 신호시스템 개량사업

현재 기존선과 서울지하철 1, 2호선의 ATS(Automatic Train Stop)는 30년 이상 사용 중에 있다.

그러나 신호시스템 설비의 노후화, 수송능력 향상의 제한 및 ATS의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지하철 2호선과 기존선(경부선, 호남선 등)에 대한 신호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

660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개량사업은 Siemens의 도시철도용 ATP/ATO를 기존선은

Bombardier의 ETCS Level 1을 도입하여 시운전 중에 있다.

2.2 도입계획인 열차제어시스템

국가R&D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국내 지방 자치단체에서 건설중

이거나 계획중인 도시철도시스템은 외국의 신호시스템을 도입예정이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Bombardier의 열차제어시스템인 Cityflo 650을 선정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현재 국내 도입 및

계획된 열차제어시스템은 다음의 표와 같다.

노선 개통 길이 및 역사 공급사 신호방식

신분당선 2011년
16.85[Km]
6개

Thales
차상신호(이동폐색)

무선통신

용인 경전철 2009년
18.4[Km]
15개

Bombardier
차상신호(이동폐색)

무선통신

부산-김해 경전철 2010년
23.7[Km]
19개

일본신호
차상신호(이동폐색)

무선통신

부산 4호선 2011년
12.7[Km]
14개

일본신호
차상신호(이동폐색)

무선통신

의정부 경전철 2011년
11.08[Km]
14개

Siemens
차상신호(이동폐색)

유도루프

서울 우아~신선 2010년
11[Km]
10개

US&S
차상신호(DTG)
지상자

광명 경전철 2012년
10.3[Km]
8개

Mitsubishi
차상(속도코드)
루프코일

대구 3호선 2012년
23.9[Km]
30개

Hitachi
차상(속도코드)
루프코일

부산 미남~안평 2011년
12.7[Km]
14개

Kyosan 유도루프코일

표 2. 도입 및 도입예정인 열차제어시스템 현황

2.3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표준화 추진계획

국내에서 운용중인 철도신호시스템은 모두 외국의 철도신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

내철도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기술로 실현

가능한 철도신호시스템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신분당선,

부산-김해경전철 , 부산4호선과 같이 무인자동운전이 가능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국내

에서 개발한 열차제어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외 철도신호기술 발전

동향에 맞추어 국산화한 열차제어시스템의 상용화는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표준화 추진계획을 다음의 표와 같이 진행 중에 있다.

구 분 1단계(2010∼2014) 2단계(2015∼2017) 3단계(2018∼2020)

대 상
경량·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120 ~ 150[Km/h]이하 230 ~ 250[Km/h]이하 430 ~ 450[Km/h]이하

사업대상

- 인증체계 구축
- 인증인프라 구축
- 전용무선주파수 확보
- 성능시험 및 평가

- 증속관련 연구
- 1단계 시제품 개량
- 2단계 시제품 개발
- 성능시험 및 평가

- 고속관련 연구
- 인증인프라 구축
- 2단계 시제품 개량
- 성능시험 및 평가

효 과
- 150[Km/h]이하의 모든
철도신호시스템의 상용화

- 250[Km/h]이하의 모든 철도
신호시스템의 상용화

- 450km/h확장 적용
- 속도및환경과무관한
통합신호시스템으로발전

표 3.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표준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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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BTC 기능시험 

개발된 CBTC 하부시스템은 현차실험을 통하여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한다. 또한 현차실험에 앞서

설치검사에서 모든 하부 구성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설치검사란 CBTC를 위한 구성품 각각의

상태를 점검하는 단계로써, 배⋅결선의 상태와 입⋅출력 결선상태를 확인한다. 각 구성품에 따라 항

목과 차상신호장치의 입출력 단자들의 결선상태 등의 점검을 위해 입력확인시험, DDU 현시정보해

석시험, 과속검출점 확인시험, 정지상태검출 확인시험, 차륜경보정 기능시험, 차상/지상 통신확인시

험, Depot 모드기능시험, MCS 모드기능시험, Auto 모드기능시험, FA 모드기능시험, ATP 장치장애

검출 기능시험, ATO 장치 장애검출 기능시험 등을 시행한다.

3.1 입⋅출력 확인 시험

입⋅출력 확인시험은 운전모드 스위치 입력시험으로 Depot 모드, MCS 모드, 자동모드, By-pass

모드, FA 모드를 시행하고, 방향제어기 입력시험으로 전진, 중립, 후진을 시행한다. 또한 추진제어

기 입력시험으로 추진 ON, 추진 OFF를 시행하고, 제동제어기 입력시험으로 제동해제 및 제동을

시행한다. 그리고 출입문모드 입력시험으로는 자동/자동, 자동/수동, 수동/수동을 시행하며 기타 입

력시험으로 전체 출입문 닫힘 입력시험, HCR, SBR 상태 입력시험, EBR 루프상태 입력시험, 출입

문 닫힘 입력시험, 출발버튼 입력시험, 시험모드 입력시험, 시험모드 검지시험, ATP 시작시험 등을

시행한다.

3.2 기능 확인 시험

개발된 시험열차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DDU(Driver Display Unit) 현시정보 해석시험, 정지

상태 검출확인 시험, 차륜경 보정기능 시험 및 운전모드별 기능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3.3 Depot 모드 기능시험 

운전모드 스위치를 통하여 설정한 Depot모드 초기화 확인시험과 Depot모드 과속보호기능 확인시

험, Depot모드 해제 확인시험, 출입문 수동 개폐기능 확인시험을 시행한다.

3.4 MCS모드 기능시험

MCS모드 초기화에 대한 확인시험과 MCS모드 현시정보 수신시험, 과속방지기능 확인시험, ATP

출입문 개폐기능 확인시험(수/수, 자/수, 자/자), 적색 PMA에 대한 차량반응시험, 무선통신 두절시

차량반응시험 및 과속검출점 확인시험을 시행한다.

3.5 Auto 모드 기능시험

Auto 모드 초기화 및 ATO 자동 속도제어 기능 확인시험과 Auto 모드 정위치 정차 및 출입문

개폐 기능확인(수/수, 자/수, 자/자), 적색 PMA에 대한 차량반응시험, 무선통신 두절시 차량반응시

험 및 과속검출점 확인시험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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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FA 모드 기능시험

FA 모드 초기화 및 ATO 자동 속도제어 기능 확인시험과 MCS 모드 기능시험과 동일한 수순을

통해 FA 관련의 기능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3.7 ATP 장치 장애검출 기능시험

주행 중 출입문 개방장애시험과 타코미터 장애 검출시험, 운전모드선택 스위치 입력장애 검출시

험, 방향제어기 입력장애 검출시험, 통신장애 검출시험, Auto 모드 운전 중 운전모드 스위치 불일치

검출시험, DDU 장애 검출시험 및 지상태크 미검지장애 검출시험 등 ATP와 관련된 기능상의 장애

검출시험을 시행한다.

3.8 ATO 장치 장애검출 기능시험

통신장애 검출시험과 타코미터 장애 검출시험, ATP1/ATP2 절체장애 검출시험, 유효하지 않은

ATO 주소장애 검출시험 등 ATO 관련부의 장애검출시험을 시행한다.

3.9 보완시험

기능시험의 보완을 위해 보완시험을 계획하여 시행한다. 통신인증시험과 승차감 안정을 위한

Jerk값 측정시험, 정위치 정차시연, DDU 보완시험을 시행한다.

3.9.1 통신인증시험

무선통신장치의 간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절차가 요구되며, 공인기관의 인증시험 방

안을 마련하여 준용한다. 인증시험을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인증시험 절차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2 승차감 안정을 위한 저크(Jerk)값 측정시험

전동차량의 가감속 기준값인 최대 저크한계 0.8m/s2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저크측정 데이

터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통합운전시험의 시행에 차량의 튜닝부족으로 자동운전모드에서 승차감 지

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현재의 자동운전시 저크값을 측정하고 기준값을 초과할 경우 ASC(자동속도

제어기)를 튜닝하고 측정값을 기록한다.

4. 시험열차 검토

본 연구과제 3∼4차년도에는 개발품을 시험열차에 장착하여 시험노선에서 기초주행시험과 하부

개발품의 기능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평가한다. 연구단에서는 시험노선으로 대불선의 일부구간을

선택하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험구간에 간이역을 비롯하여 열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상인프라

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열차제어시험은 열차간격제어 등의 시험을 위해 2편성의 시험열차가 필

요하며 개발품 부착공간 등을 고려하여 4량 1편성을 기준하였다. 또한 1편성은 현재 대불선에서 주

행시험 중인 차세대전동차를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철도공사에서는 1편성의 시험열차를 확보하

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안으로 압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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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시험열차 확보(안)

(1안) 내구연한 도래 저항제어차 구매 및 개조

(2안) 철도공사에서 운용하는 VVVF차 중 예비차 구매 또는 임대

(3안) 기존의 국가R&D사업으로 제작된 시험차 구매 또는 임대

Tc M M' Tc Tc M M' Tc

그림 2. 4량 2편성의 시험차

4.1 (1안) 내구연한 도래 저항제어차  구매 및 개조

철도공사에서 1973년부터 1995년까지 구입한 저항제어차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한

결과, ‘98년에서 ’99년사이에 정상폐차된 저항제어차는 123량이었고, ‘97년에 저항 T차 5량을 VVVF

차로 개조하였다. 철도안전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폐차 예정인 차량을 시험용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내구연한 도래 3년 이내이고, 2년 이상 운용실적이 없거나,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차량을 조

사하여야 하며, 내구연한 도래 6개월 전까지 정밀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비용면에서는 정밀진단

비용, 저항차를 VVVF차로 개조하는 비용, 차량노후로 인한 수선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성

능면에서는 함께 시험해야하는 차세대전동차(VVVF　IGBT)보다 오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정위

치정차 등 정밀시험이 어렵게 된다.

4.2 (2안) 철도공사에서 운용하는 VVVF차 중 예비차 구매 또는 임대

2011년 현재 철도공사의 전동차 운용현황을 EC차와 VVVF차를 구별하여 조사한 결과 운휴차는

구로와 이문차량기지에 18량 정도가 있는데 모두 저항제어차이다. 또한 전동차 검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상검수 실적은 24.8%∼38.7%이며, 평균 32.5% 이고, 정기검수는 28.3∼39.4%이고 평균

33.2%이다. 정기중수선에 재창된 차량은 34량이고, 전동차 파손으로 복구 중인 차가 10량이며, 동력

객차접지 등 기타 고장으로 체류되어 있는 차가 2량 있다.

또한 KTX 광명역의 접근성을 위하여 광명역과 영등포역까지 운행하는 KTX광명셔틀을 검토하

였다. VVVF IGBT차량이며 전체 5편성에서 운용 3편성, 예비 2편성으로 구성된다. 차량상태가 양

호하여 수선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일 것으로 판단되며, 차세대 전동차와 주행성

능이 유사하여 정위치정차 등 정밀시험이 가능하다. 해당 부처에서는 매각보다는 연구기간 동안 임

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지수로 남은 시험기간이 변수로 남아 있다. 사업의 초기에는 시

험 1년과 개조기간 및 복구기간 등 수 개월을 예상하나, 국토부의 정책상 전체 과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변수로 남아있다. 장기간 시험하게 되면 정기중수선 일정이 도래하여 예비차

를 투입해야 하고 또 다른 예비차가 예비되어야 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한 예비차를 조사하였다. 당 공사는 서울 6호선과 8호선의 승객수가

다소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예비율이 상승하여 여유차가 재창되었다. 또한 VVVF IGBT차량으로 보

수수선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단이 당 공사로부터 4장 초에서 밝힌 4량 1편

성을 조성하여 구매하게 되면 잔류차량이 발생하게 되며, 그 처리가 문제가 되고, 또한 서울시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절차도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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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안) 기존의 국가R&D사업으로 제작된 시험차 구매 또는 임대   

1999년에 산업자원부 연구과제로서 KOROS(한국철도차량(주))에서 개발한 차세대표준전동차가

현재 (주)현대로템의 소유로 신창원 역사 내에 보관되어 있다. 이 전동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

발된 IGBT VVVF 차량으로 당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마치고 10년 이상 휴지상태이다. 본 차량은 4

량 1편성으로 조성되어 있고, 제어유닛, 배터리 및 전장품들은 오랜 경년변화로 전수 교체하는 방향

으로 대수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지만 큰 액수가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감안하여 저렴하

게 구매하여 정해진 기간의 실험을 마친 후, 다시 매각하여 비용을 재충당할 수 있다면 앞 절에서

고려한 운용다이아에서 예비차를 확보하는 (안)보다 운용사 입장에서 안정적일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과제에서는 CBTC 개발품을 장착하여 현차시험하기 위한 시험차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모두 3가지 (안)으로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위험 및 이득요인을 제시

하였다. 결국 KTX광명셔틀 열차와 현대로템의 차세대표준전동차로 귀결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열

차확보 조건은 국가R&D사업의 지원범위이고, 시험 종결 후에 매각을 고려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지원 및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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