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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se of a low density branch line, these areas are operating at a loss. So much money is used for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 To solve the problem, our institute have a project to develop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train operation system. In a similar research in the Europe, The UK's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 experienced analysis of operational issue for developing ERTMS from Level II 
to Level III. 
  In this paper, we study about railway operational issues before development of ICT based train operation 
system. An analysis target of operational issues are railway business process & data, drivability and moving 
or virtual block system.  
------------------------------------------------------------------------------------

1. 서론

  

  열차의 운행 빈도가 낮은 철도 지선의 경우 영업이익의 적자뿐만 아니라 신호설비 등의 유지보수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ICT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선로 주변 

신호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무선방식에 의해 차상제어로 선로전환기 및 건널목 장치 등의 주요 설비

를 제어하면서 운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절감 효과와 운영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TRL(Transport Research Laboratory)의 경우 ERTMS(European Rail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개발에 있어서 Level 2에서 Level 3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선방식 및 차상제어

방식의 운전을 할 때 운영상의 변경사항과 이슈사항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T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열차집중제어방식에서 ICT기반의 차상중심

의 열차제어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예상되는 운영상의 영향 등을 고려한 주요 이슈사항을 분석 검토하

려고 한다. 이슈사항 분석 대상은 업무프로세스, 데이터, 운전능력, 신호기의 역할, 무빙블록시스템

(moving block)과 가상블록시스템(virtual block)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상 이슈사항

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분석 내용은 ICT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방

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ICT 기반 차상제어시스템은 ICT 기반 차상제어용 무선 인터페이스 모듈과 ICT 기반 지상 제어센터

간의 관제 업무 협조를 통하여 운행한다. 또한 차상제어시스템에서는 지상에 설치된 ICT기반 차상 선

로 전환기에게 선로전환기 제어 명령을 내리고, 건널목 장치인 ICT기반 차상 건널목 제어기로 차상에

서 건널목 제어명령을 내려서 운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스템 구성 개요는 아래 그

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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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CT기반 차상제어시스템 구성 개요

2. 해외사례

  영국의 교통연구원(Transport Research Laboratory)에서는 영국철도에 ERTMS 레벨 3의 도입과 운영 

이전에 잠재적인 장점과 위험성 분석 연구를 통해 운영상의 중요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이 사례는 ICT

기반 차상제어시스템 개발 목적에 따른 성능과 차이는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적절하다

고 판단하여 그 사례를 검토하였다. 

2.1 운전사의 데이터 입력

  ERTMS 레벨3에서는 열차운전 이전에 열차운전사가 입력하여야 하는 데이터들은 열차번호, 감속도 

데이터, 최대·최소속도, 열차길이 등이 있다. 열차운전사의 데이터입력은 차상제어시스템에서 운전사의 

입력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ERTMS 레벨 3에서는 차종별로 무결성 수준이 다르다. 시스

템 요구사항은 다른 열차시스템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효성 확인 기능이 내장된 새로운 

열차의 설계는 보다 쉬워질 것이다.  

 열차운전자 입력데이터 중에서 특히 열차길이데이터는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차길이데이

터는 열차검지 인프라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병합 및 분기를 포함하여 어떤 열차

편성변화 순간에도 열차길이데이터는 반드시 재확인 되어야한다. 특히, 입환 작업은 전체감시제어(Full 

Supervision) 또는 On Sight모드에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2 운전편의성

 ERTMS 레벨3에서 운전편의성 능력이 큰 문제로 등장하는데, 이는 크게 2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이동폐색시스템(Moving block)이 보다 열차운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고정폐색 시스템과 비교 해 봤을 

때, 이동승인이 발생한 직후에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DMI(driver machine 

interface)를 다루기 어려운 점도 있다. 왜냐하면 열차 운전자는 고정폐색방식과 관계없이 다양한 운전

이동권한을 다루기 때문이다. 또, 주행에 따른 전방 주시와 DMI 주시에 따라서 운전집중에 방해가 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TCS 표준에 맞춰 전방현시장치가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술개

발이 진전되지 않아 고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둘째, 경로정보 확인을 위해 열차운전자가 위치참조용으로 선로 변 신호기와 신호표지 기둥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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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이는 선로 변 신호기와 신호표지판에 의존했던 열차운전자의 기존 관습 문제를 의미하며, 

다양한 문제발생에 따른 해결을 위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많은 교육이 필요하

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3 관제사의 역할

 ERTMS 레벨3에서 관제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운전자와 비슷해진다. 레벨3에서는 가상 블록 시스템

으로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제사 관점에서 Level2와 Level3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으며, 동일하게 그대로 정상 및 비정상 운영모드에 적용시켜 가상폐색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

록 구성 할 수 있다. 이는 수많은 디그레이드(degraded)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오며, 이 때문에 영국 철도 엔지니어링 단체(UK railway engineering community)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가상고정폐색(virtual fixed block)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복잡성이 더 해져서 운영설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한편으로, Level 3가 이동폐색(moving block) 시스템으로 구성된다면 본래의 관제사의 역할이 변화된

다. 이동폐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Docklands Light Railway 사령실 Display의 예를 보면, 기존방

식과 화면상으론 비슷하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다. 화면을 보면 VCC(Vehicle Control Center)에 의해 

앞서 점유되었던 궤도길이가 색깔변화를 통해 아이콘으로 표시된 열차들이 선로 위를 이동 중이고, 

ETCS RBC(Radio block center)를 통해 열차에 이동권한이 부여된다. 차상설비가 탑재되지 않은 열차 

또는 차상설비불량으로 인해 통신제어가 되지 않는 열차가 운영되는 디그레이드(degrade) 운영 상황에

서는 수동제어 하에서 열차가 이동하는데, 시스템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제어가 불가능한 열차가 

점유한 폐색지점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색깔로 표시하여 고정폐색(fixed block) 모드를 적용한다. 관제

사 관점에서 바라본 정상/비정상 운영 시나리오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상 운영 시에는 시스템

은 현재 시스템을 반복 검증하여 궤도 점유 상태의 지속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상 

모드에서는 정상/비정상 모드로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화면으로 각각 보여 준다. 자동 신호처리 시켰

던 기존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 가능성이 내재돼 있고, 향후 인적 

요소 및 기술적 관점에서 추가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2.4 Moving or Virtual Block

 가상블럭시스템은 운영 관점에서 변경 폭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상 운영 상태에서의 운전사

와 관제사 측면에서는 선로변 신호기가 없이 운영되는 레벨2와 보다 제한된 변화를 가지고, 정상 운영

시의 열차운전자와 관제사 관점에서는 Level2와 동일한 상태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 폐색 경계 

위치는 용량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며 최적화 되고 난 후에 용량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 설계비용이 

다소 증가하나 실행의 비용 영향은 적다. 유연성 측면에서는 고정된 폐색 경계 표시는 유연성의 제약을 

의미하는데, 폐색경계를 바꾸는 것은 제어설비를 구성하고, 열차운전자의 재교육 문제가 발생 할 뿐만 

아니라 RBC(Radio block center)내의 소프트웨어가 변동되고, 추가로 현장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Virtual" 및 "Moving" 폐색방식의 위험성과 장점 간 균형은 다른 경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적으로 저밀도 운영구간에서는 이동폐색 방식이 가상폐색 방식에 비해 운영평가 상의 위험성 요소가 덜 

발생한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위치에 열차를 정지하게 하는 열차 간 상호작용하는 상황이 덜 발생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점 또한 같이 감소하기도 한다.  

 많은 역들이 놓여있고, 열차의 잦은 정지를 갖는 지하철형(metro-type) 경로에서는 이동폐색과 가상폐

색 간에 거의 차이점이 없다. 그리고 급행과 완행열차 들이 운영되고 서로 교차되거나 복잡한 상호작용

이 있는 구간에 효과가 있다. 그러한 경로에서의 이동폐색 방식은 열차운전자가 처리해야하는 각양각색

의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고밀도 본선에 가상폐색시스템을 많

이 택하는데 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동폐색시험방식들이 아직도 

선택적이긴 하지만 스웨덴의 Regional ERTMS 프로젝트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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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Block Virtual Block

안전성

 정상운영모드에서는 ATP 시스템에 의해 안전성이 보장됨 

 불완전운영모드(unfitted, on sight, staff responsibility, reversing)는 이동 및 가

상폐색 시스템 구성 상 차이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상 거리표지판 또는 네비

게이션 같은 열차운전자 연계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이 제공됨 

능력  모든 환경에 최적화 됨
 이동폐색시스템의 능력과 매우 근접하

게 구성할 수 있음

운영성과

 외란상황에서의 이동폐색시스템의 수동

제어는 열차를 제어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문제가 있음

 정차회수가 많거나 고밀도 구간에서도 

마찬 가지임

 열차는 경로상의 한 신호지점에 정지하

기 때문에 열차운전자에게 견인/브레이

크 제어 문제를 덜 발생함

전환능력

(Level 

2에서3로)

 현행 고정폐색사고방식에서 Level3로 

전환 시 가장 큰 문제는 열차운전자 보

다 관제사가 더 많이 필요함

 달라진 Display원리 때문에 오버랩구간

(overlap areas)내 신호사에게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음 

 Level2에서 Level3 “가상폐색”시스템

으로의 전환은 쉬움

 기관사와 관제사 관점에서 거의 구분되

지 않음

유연성
 시스템은 변화하는 시스템의 자원을 최

적으로 할당하도록 스스로 최적화 됨

 일부 유연성 상실

-가상폐색레이아웃은 운영관점에서 설계 

돼야 하며, 지상의 신호기들이 고정 된

다면 후에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짐

비용

 인프라 비용 최소화 됨

 열차차상설비 비용은 통신무결성을 보

조하는 시스템이 포함됨

 인프라 비용 내에서 소량 증가

표 1 이동폐색 방식과 가상폐색 방식의 비교

 

 3. ICT기반 차상제어시스템 운영 이슈 분석

3.1. 데이터 입력

  ICT기반의 차상제어시스템은 기존의 일반열차와 달리 운전사가 시스템 기능요구에 따라 운전자 머

신 인터페이스(DMI; Driver Machine Interface)를 통해 데이터 입력 내용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다. 이때 운전자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차상제어시스템에 의해 무결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전사에 의한 데이터 입력은 운전사에게 부여된 책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설계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운전사가 입력할 데이터를 예상해 보면 열차번호와 열차길이가 될 수 있다. 현재 CTC 

상황에서 운행되는 열차번호의 검지를 위해서는 관제사가 운행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열차가 어

느 곳에 점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IRIS에서 열차 스케줄상에 부여된 열차번호를 대조하게 된다. 이

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CT기반의 차상제어시스템 운행 상에서는 열차의 출발전에 해당열차

의 열차번호를 입력하여 열차검지 장치 등을 통해 해당 열차의 번호를 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열차번호뿐만 아니라 열차길이 대한 것도 입력되어야 한다. 만일 운행구간의 모든 열차 종류가 한 

종류이면 시스템 설계상에 고정 값으로 입력할 수 있지만 일반열차의 경우 열차종류별이나 편성별로 

열차의 길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ICT기반 차상제어시스템 운영에서는 변수 값으로 열차운행 전에 입

력되어야 할 것이다. 열차길이는 열차검지 시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분기기나 열차위치 검지

장치상의 명확한 열차 위치의 검지를 위해서는 선로의 병합(joining)과 분기(splitting) 지점에서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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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2. 운전편의성

  일반열차 운전의 경우 운전사는 가속, 감속 관제사와의 통신을 통한 운행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그

러나 차상신호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입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운전사가 하여야 할 행위가 보다 많

아  지게 된다. 따라서 운전사에 대한 운전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고정폐색방식(fixed block 

section)에서 이동폐색(Moving block)방식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운전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운전자 인터페이스 화면 조작과 전방 주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고 어떠한 

외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정폐색방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는 운행상의 선로변 신호기와 신호표지판에 의존했던 열차운전사의 기존 관습문

제에 따라 선로변 신호기 등이 없어질 경우 운전을 하는데 더욱 어려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운전시뮬레이터 등을 만들어서 운전자에게 교

육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된 ICT기반의 차상시스템의 설계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전원활

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운전사의 운전능력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국내에서도 운전사의 운전능력 향

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3.3. 관제역할 및 모니터링 시스템 

  CTC에 의한 기존의 관제 방법에 따른 운전모드는 현장 신호설비에 대한 제어권한이 어느 곳에 있느

냐에 따라 사령모드와 로컬모드로 구분된다. 사령모드일 경우 제어권한은 사령실에 있어서 데이터전송

장치를 이용하여 현장 역의 신호설비를 중앙에서 제어하는 것이며, 로컬모드란 제어권한이 현장 역의 

역 조작판에 있다. 

  CTC운영 방식에서는 관제권한을 사령실과 역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ICT기반의 차상제어 시스템에

서는 관제의 권한을 사령실과 열차운전자의 관제권한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할지 고려하여야 한다. 왜

냐하면 ICT기반의 차상제어 시스템은 열차운전사가 열차 운전 중에 해당진로의 선로전환기와 건널목 

장치를 제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차운전사는 사령실로부터 제어 데이터를 받아서 단지 그 명령만

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그 권한은 사령실에 있게 된다. 반면에 열차운전사가 직접 제어명령의 판단을 

하게 되어 직접 선로전환기 및 건널목 등의 설비를 직접 제어한다면 그 권한은 열차운전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제권한에 대한 설정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ICT기반의 차상제어 시스템을 운영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관제사가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 화

면에 대한 열차운행 표시 방법도 다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CTC 운영방식에서는 궤도회로에 

의한 폐색방식으로 이를 화면에 표시하여 왔다. 하지만 ICT기반의 차상제어 시스템 운영은 궤도회로가 

없어지므로 일직선상의 궤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열차의 위치가 어디에 점유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degrade 모드

를 고려한다면 이때의 모니터링 화면도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4. 외란 시의 시스템 대처 방안

  기존 국내 일반열차 운행 시에는 외란 발생할 때에는 관제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

도한다. 새롭게 개발되는 ICT기반 차상제어시스템의 경우에는 열차운영과 관련되어 여러 시스템 고장

이나 외란상황이 발생할 때 시스템 상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

면 열차 위치 정보를 받는 센터시스템 고장으로 열차위치 정보를 받지 못할 때, 차상제어시스템 고장

으로 관제사가 열차위치 정보를 받지 못할 때, 통신시스템의 고장, 사고나 외란 발생 때 열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절차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4. 폐색방식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동폐색(moving block) 방식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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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구간에 가상폐색(virtual block)이 더욱 효과적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개발예정인 ICT기반 

차상제어시스템의 개발대상은 저밀도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폐색 방식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3.5. 비용 

  ICT기반 차상제어시스템의 장점중의 하나는 비용절감적인 측면이다. 비용 절감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선로변 설비가 기존 CTC의 고정형 폐색방식에 비하여 적게 든다는 점이다. 또한 폐색구간이 필요 없

어짐에 따라 고정형 폐색구간을 위한 케이블 비용 및 전력비용이 절감되고 선로변 신호기가 필요 없어

질 것이다. 

비용적인 상세한 검토사항은 기본지상설비 유닛별 비용 산정 및 ICT 차상제어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소모되는 신규개발 시스템 비용을 산정하여 운영상에 발생되는 기존시스템 변경비용, 운영비용, 유지보

수 비용 체계 구축과 비용 산정에 대한 부분이 검토될 예정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ICT 기반의 차상제어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운영상의 이슈사항을 ERTMS 레벨3에서 

검토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주요검토 내용은 차상장치 데이터입력, 운전편의성, 

관제와 모니터링, 외란대처방안, 폐색방식, 비용을 검토하였다. 

 차상제어시스템 데이터 입력의 문제는 운전자 데이터입력에 따른 무결성 검증과 운전자의 책임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며 열차번호와 열차길이에 대한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운전편의성 측

면에서는 차상제어장치의 조작이 많아짐에 따라 운전이 복잡할 수 있으며 신호장치가 없어짐으로써 조

작시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제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관제의 권한을 열차운전사와 

관제사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궤도회로 없는 방식의 운영에 따라 모니터링 화면의 개

발이 필요하다. 외란의 대처방법으로는 시스템 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degrade 모드 상태의 방

법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동형폐색 또는 가상폐색 방식의 운영에 따른 장단점 고려를 통해 향

후 개발될 ICT 기반 차상제어시스템은 이동폐색 방식의 구현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ICT 기반의 차상제어시스템 개발과 운영상에 필요한 비용적 장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논문

에서 검토된 주요 항목들을 시스템 개발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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