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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Standardiz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KRTCS) for Urban 

railway" being driven as a national R&D project, this paper presents the requirements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demonstration line for the driverless train control system based on radio train 

control for the urban railways system, which will be installed along the 11.7 km section between the Illo Station, 

Muan-gun, and Daebul Station(Daebul Line) in Yeongam-gun, Jeollanam-do.

1. 서론

국가R&D사업으로 추진 인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표 체계 구축  성능평가” 

를 하여 라남도 무안군 일로~ 불역간( 불선) 약 11.7km 구간에 설치될 무인운 방식 무선통신기

반 열차제어시스템 실용화 시험선(Test-line) 구축 계획에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단순히 개발되었거나( 는 개발된) 열차제어시스템의 시제품을 성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산업계․학계․연구기 에서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검증이 안 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

어시스템에 하여 무인운  시험이 가능한 시험선을 만들어 표  체계를 구축하여 성능평가를 시행하

고 향후 상업노선에 용 가능성 여부를 실증 으로 검증하는 실용화에 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 : 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의 시험선은 도시철도용

으로 개발하는 신호시스템으로 차량, 력, 시험선로, 무인운 기술 등이 종합 으로 결합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최 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스템에 한 충분한 신뢰성 시험을 수행하여 안 성

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과정에서 분야별로 개발한 기술을 시험선로 상에서 시험하기 한 

시험항목별 기술검토가 필요하며, 시험선로의 시공 시는 분야별 는 구성품간 인터페이스  시공성을 

검증하고 구축 완료 후에는 차량의 견인력  제동력, 제어 특성, 신호시스템의 제어 특성, 선로  궤

도의 제반 라미터를 검토하여 국산화 제품의 성능시험  신뢰성시험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무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체 성능을 평가하고, 수송의 효율성, 안 성, 정시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무선

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문 으로 수행하기 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확보하기 하여 시험선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연구개발사업 시험선로 운영사례

국내에서 운  인 철도시험선로 황은 도시형자기부상열차를 시험하기 한 의 덕연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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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계연구원의 약 1.3km의 자기부상열차 시험선로가 있다. 자기부상열차 시험선로는 단선으로 3way

분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역사는 1개이며, 신호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동으로 운 하며 주로 

차량과 차선, 선로구축물의 성능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경량 철시험선은 경북 경산시 기존 경부선 폐

선을 이용한 1.8km시험선으로 역사는 간이역 A, B, C로 3역이며, 단선으로 간이역 B, C에 회차  검

수를 한 회차를 한 분기기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재 다 편성(2편성)에 의한 고도화 시험을 진행 

에 있다. 재 고속철도 오송역 부근에 약 15km정도의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구축하기 하여 비 

에 있다. 철도종합시험선은 다양한 차량  시스템에 한 시험을 한 명실상부한 시험선로로서 2015

년 시험선 구축 완료를 하여 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3.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철제차륜을 이용한 차량뿐만 아니라 고무차륜 차량 혹은 비접촉식으

로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등에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북미, 유럽, 일본 등 철도 선진국

에 도입된 최첨단의 열차제어시스템 기술로 기존의 열차제어 및 정보전송에 사용되는 궤도회로 이외의 

기술(유도 루프 케이블 or 무선 주파수 통신)을 이용하여 열차와 선로 변 설비 간에 정보전송을 하고 

이동폐색방식으로 양방향 무선통신을 이용한 열차 위치 및 속도를 검지하는 최첨단의 열차제어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에는 비교적 노선 거리가 짧고, 단독으로 적용되는 도시철

도에 적용되는 방식(CBTC)이 있고, 비교적 장거리 노선에 적용되는 방식(ETCS)이 있다.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기존의 차량과 달리 기관사 없이 무인운전이 가능하고 선로변 설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토목, 궤도 배선 계획에 따라 90초까지 운전시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기존 궤도회로가 채용된 노선을 개량할 경우 영업 운행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개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열차를 제어하는 정보전송을 무선을 이용하는 관계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

한 검증과 요구사항이 기존 신호시스템 보다 월등히 높으며,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 기술의 확보

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RAMS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검증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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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선 황

격하게 발 하고 있는 해외 철도기술에 극 응하고 국내 도시철도의  승객서비스 향상과 운

측면의 효율화  유지보수의 단순화를 통한 유지비 감을 목표로 국내 기술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인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개발 완료시 핵심기술에 한 신뢰

성, 안 성, 운 효율성, 친환경성  첨단성 등에 한 검증을 해서는 개발되는 시스템을 시험하기 

한 시험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시스템의 비가동 시간을 최소화 하고 유지보수업무의 효율화를 

해서는 시스템의 안 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하여야 함으로 이를 해서도 열차제어시스템의 시험선

에서의 시험 주행은 필수 이다. 재 불시험선은 차세 동차연구단에서 일부 구간을 시험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차세 동차연구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은 총 3km구간으로 일로기  5.4km에서 

8.4km구간이다. 무선통신열차제어시스템 연구단에서는 재 불선 체 구간을 시험선으로 활용할 계

획으로 과제를 추진 이다. 시험선 구간은 직선, 평탄 선로이다, 재 업차량 운행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지만, 선로의 리가 매우 양호하여 차량운행에 최 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노선이다. 

다만 노선 주변에 주택가와 체육시설 등이 있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일반인이 선로 무단 침입이 가능

한 환경이다. 따라서 안 한 시험과 안 사고 방지를 하여 안  시설에 한 보강이 필요하며, 선로변 

감시 CCTV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불선의 주요사항

(1) 선로 황 : 일기 0km( 기242km443)~일기(환)12km509

(2) 노선길이 : 12.5km(단선)

(3) 최소곡선반경 : R 400m (일기 10km057~일기10km901, 불건 목 이 )

(4) 최 구배 : 12‰(일기8km851~일기9km691, 산 교 남단 끝 부분)

(5) 선로간격 : 궤간 1,435mm

(6) 선로등  : 3등

(7) 터  : 1개소(오룡터  2,246m)

(8) 교량 : 7개소( 산 교 외 6개소, 3,783m)

(9) 신호방식 : 지상 3 시, 일부 ATC장치(일로역  불역구내 PDT설비 구비)

(10) 력공  : 일로변 소 공 , 용포리 SSP에서 불선 원 투입/개방

(11) 운행 황 : 디젤화물열차(기 차+화차) 부정기 운행, 차세 동차 시험차 운행

(12) 건 목 : 불역 인  1개소

(13) 연동장치 : 일로역에서 집 제어( 불역 피제어역)

(14) 폐색방식 : 단선자동폐색방식

(15) 신호취 실 : 통합 제센터(일로역 상시CTC역)

(16) 가선방식 : AC25,000V

(17) 선로최 속도 : 110km/h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시험은 개발단계에서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구성품시험부터 분야별 

구성품의 조합인 하부시스템시험, 그리고 통합시운전시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주로 통합

시운전시험을 위주로 시행한다. 시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검토는 개발 목표인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사양서를 근거로 분야별 시험항목을 정립한 후 이에 적합한 선로 layout을 계획하였다. 시험선로에서 필

요한 설비는 시험노선(궤도), 신호시스템, 전력, 전차선설비, 검수설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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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역 대불역대불
건널목

0k000
5k680 10k360

5k680 4k680

그림 2. 대불시험선 layout

      

그림 3. 일로역, 대불역구내 열차운행 현황도 

      

그림 4. 일로~대불역간 선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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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선 계획시 고려사항

5.1 주요 시험항목

표 1. 시험선 시험대상 및 항목

분  류 시험대상 및 항목

차량분야 도시철도 및 경량전철 차량

전력분야 전철특성

신호/통신분야 정보전송, 열차검지 특성, 유선 및 무선통신

시스템 인터페이스 차량/궤도/통신/신호시스템간 인터페이스

5.2 시험선 구비조건

  1) 전력 및 전차선설비

     - 수전전압 : 22.9KV, 단독회선

     - 급전방식 : AC 22,500V

     - 집전방식 : 가공 전차선방식

     - 사용부하 : 4량/2편성

2) 신호/통신설비

   - 지상시스템 : ATS(관제)설비, 전자연동장치, ATP/ATO설비, 선로변 설비(TAG 등)

   - 차상시스템 : 차상ATP/ATO설비, 열차위치 및 속도검지설비

   - 통신시스템 : 무선망설비, 유선망설비, CCTV설비 

3) 선로구축물

   - 시험선로 : 약 10.4km

   - 분기기   : 1개소

   - 정차역   : 3개소(시점역, 중간역, 종점역)

   - 차고지   : 1개소(일로역 1,2번선 활용)

   - PSD     : 중간역, 종점역 임시설비

5.3 시험선 입지 선정기준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선 위치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에 의한 열차제어시스템 주행시험 등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부지 확보와 다편성 시험  

      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 및 독립적인 노선 확보가 가능한 지역일 것

   ② 시험차량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반입 반출이 자유로운 지역일 것

   ③ 공사, 시험용 자재 및 장비와 인원의 진출입이 원활한 지역일 것

   ④ 도시교통 장애요인 및 민원발생이 적은 곳일 것

   ⑤ 상, 하수도 및 전력 수전 등 각종 지원이 용이할 것

   ⑥ 도시철도(경전철) 운행 여건과 유사한 운행조건을 갖출 것

   ⑦ 운행선에 지장 없이 연속적인(주,야간) 시험 및 차량운행이 가능할 것

6. 대불선 시험선 구간 선정(안)

6.1 역 선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도시철도 운행 여건을 고려한 시점, 중간, 종점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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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회차 시험을 고려한 배선 검토

   자재 및 시험인력 현장접근이 용이한 종합관리소 고려

   차량 주행/제동 시,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지역 배제

   시험차량 점검, 시험요원 통행이 가능한 공간 확보 가능 지역

6.2 시험선 선정(안) 검토

   ① 제 1 안(11.7km)

제1안은 기획연구단계에서 검토된 안으로 다중편성시험을 고려하여 일로역 구내 1,2번선을 활용  

하는 것으로 하여 일로역에서 자동 회차하여 대불역 1.2번선을 이용하여 다시 회차하여 시험하는 

노선이다. 노선 연장 중간부분에 중간역을 새로이 만든다. 이 안은 기존 선로를 충분히 이용하고 

시,종점역에서 회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조건에 매우 근접한 시험선 운영조건이다.

   ② 제 2 안(5.15km)

제2안은 오룡터널을 지나 영산대교 앞부분에서 시작하여 현재 차세대전동차시험선 종점까지로 선

정한 안이다. 이 안은 일로역구내 및 소음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불건널목 가동전차선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대불선 노선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한 안이다. 다중 편성에 따른 

시험이 노선상에서 불가능하며, 회차를 위한 별도의 분기기를 시,종점역에 부설하여야 한다. 또한 

구간 내 터널 등 성능시험에 필요한 조건이 없고 노선 연장이 짧아서 최고 속도 운행시험에도 제

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③ 제 3 안(10.36km)

제3안은 일로역구내 1,2번선과 장내(2B)신호기 이전까지를 기지로 인식하고, 장내신호기 이후에 

시점역을 만들고(2편성 동시 주박 가능토록 구현), 영산대교 전단부에 중간역 설치(주변 아파트 

소음 문제 해소 500m이상 이격), 대불건널목 앞 차막이 부근 인상선을 이용하여 분기기(단동)를 

설치하여 자동 회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안은 일로역구내 이용에 따른 운영자 불편 및 

영업 운행 지연을 방지하면서, 분기기 설치로 자동 회차 구현 및 연동장치 등 시스템에 대한 성능

시험이 가능한 안이다. 

  

 제2안(5.15km)

제3안(10.36km)

제1안(11.7km)

그림 5. 대불시험선 선정 검토(안)

표 2. 시험선 선정을 위한 점검 항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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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제1안 제2안 제3안

지상인프라

시      험

선로 표시 ok nok분기× ok

열차진로시험 ok nok분기× ok

선로전환기 전환 및 쇄정 ok nok분기× ok

역 정차 및 출발 ok ok ok

비상제동 ok ok ok

사구간 판타그라프 동작 ok nok사구간× ok

선로내 인터페이스 설비 표시 및 기능확인 ok ok ok

토목 구조물별 각종 통신시험 ok nok터널× ok

기존선간 운행모드 변경 ok ok ok

2편성 시험열차 운행 취급 ok ok ok

차상인프라

시      험

위치시스템 ok ok ok

속도관련(정지,운행속도,과속) ok ok ok

선로변 속도 프로파일 ok ok ok

추진/제동/연동/최고속도 운행 ok ok ok

장애물 인터페이스 ok nok터널× ok

역정차 및 출입문 개폐 ok ok ok

통신 시험 ok nok터널× ok

운행 모드 절체 ok ok ok

각종 열차 운행조건 ok nok터널× ok

현장제약

여    건

역 구내조건 일로역 1,2번선 활용가능(제2안 제외)

토목 구조물 토공,터널,교량 모두 구성(제2안 제외)

전차선 사구간 병렬급전소 있음(제2안 제외)

건널목 차량통행량 및 관리 대불건널목 통행량 많아 안내원 필요

가동전차선 운영 가동전차선 운영 어려움

시설물 보호 영산강교~대불역간 울타리 설치 필요

민원발생 예상 및 기타조건 터널종점부 소음 민원 발생 예상

6.3 검토(안)별 검토 결과

 ① 제1안 : 일로역～대불역간(11.7km)

    요구되는 시험에 필요한 지상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대불항 진입로에 설치된 대불 건널목에    

      차량통행량이 많아 빈번하게 운행이 예상되는 시험열차와의 간섭이 예상되고, 건널목에 설치된   

      가동전차선의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시험열차의 운행에 제한이 예상되며, 대불터널 종점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이 열차주행 및 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 우려됨, 또한, 일로역구내 1,2번  

      선 활용에 따라 일로역 연동장치 제어권역을 2개로 구분해야 함에 따라 호남선 본선에 지장있는  

      분기기에 대한 열차 운행 지연 및 안전에 대책을 위한 구축비가 많이 소요됨

 ② 제2안 : 대불선 일기5k200～일기10k350(5.15km)

    시험선로 내 분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제설비(ATS) 및 연동장치(EI)의 진로설정 등 시험  

      이 불가하고, 노선내 터널과 전차선 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시험을 위한 지상인프라  

      구축 불가함, 시험선 구축비용은 최소로 예상되나, 열차제어시스템 성능시험에 필수적인 시험이   

      불가능함

 ③ 제3안 : 대불선 일기0k000～일기10k350(10.35km)

    요구되는 시험에 필요한 지상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나, 일로역～대불역 연동장치간 인터페이스    

      시험 곤란(가상 대불역 시뮬레이터 설치하면 시험 가능)하고, 대불터널 종점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이 열차주행 및 제동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 우려됨, 또한 영산대교종점부～대불역간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며, 대불역 종점역 부근 자동 회차를    

      위한 회차선로 및 분기기 추가와 대불역 기존연동장치의 소규모 결선 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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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험선 선정(안) 검토 결과

구  분
점검결과 문제점

제1안 제2안 제3안

지상인프라

제한사항
없 음 분기기 진로시험 불가능 없 음

차상인프라

제한사항
없 음 터널내 시험 불가능 없 음

운영측면

- 대불건널목 관리 문제

  (차량통행량 많음)

- 가동전차선 운영 어려움

- 영산강교~대불역간 시설

  보호 필요(안전 울타리)

- 대불터널 종점부 소음

   민원 예상(아파트)

- 영산강교~대불역간 시설

  보호 필요(안전 울타리)

- 영산강교~대불역간 시설

  보호 필요(안전 울타리)

- 대불터널 종점부 소음

   민원 예상(아파트)

※ 시험선 종점부는 대불

   건널목 경보시점이전 

   궤도회로 구간

정위치

정차시험

가능

(시험용 PSD 설치)

가능

(시험용 PSD 설치)

가능

(시험용 PSD 설치)

구축비용 대 소 중

구축기간 장기 단기 중기

6.4 선정 결과

대불선 선로 조건 및 일로역구내, 대불역구내 열차 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최적의 시험

조건이 가능한 제3안으로 시험선을 선정하였다. 무선망설비 구축 및 차량 운행을 위한 열차 다이아 편

성 등이 향후 상세설계에서 통합되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시험선 구축 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

이다.

7. 결론 및 향후과제

 100%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성능 평가를 시행하여 국제적인 안전성 평가 기관

으로부터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열차제어시스템 기술을 보

유하는 국가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험선에서는 단순히 개발되는 열차제어시스템의 성능 평가 뿐 

만 아니라 향후 영업노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운행 조건에서의 문제 발생,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 성능 저하 시 운행 조건에서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최적의 성능 평가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시험선 구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신호분야 

뿐 아니라 차량, 운전, 궤도, 전력, 통신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충분한 시험기간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시험선 구축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획보고서 '철도분야 신호시스템 상세기획연구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 pp.193-275, 2010.

2.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성능평가 1차년도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 2011 

3. 정종덕 외 1, '경량전철 시험선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 447-454, 2000.5

4. 한석윤 외 3, '한국형경량전철 시험선의 관리 및 운영',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 11-14 

2006.11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