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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ght-rail system which is recently being built in Korea is a train control system based on driverless operation, 

and the train control system for urban maglev train under construction at the moment in Youngjong-Do, Incheon 

is pushed ahead based on driverless operation.

In this paper, it compares train operation cases with manned operation and unmanned operation to examine system 

requirements for unmanned driving on train and detects system requirements of automatic train operation device 

for unmanned operation by analyzing unmanned operation cases which are currently operating or planed project 

and also introduces automatic train operation of urban maglev train and verifies whether the system for unmanned 

driving meets the requirements.

1. 서론

최근 국내에 건설되고 있는 경전철 시스템은 무인운전을 기반으로 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계획되고 

있다. 인천 영종도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열차제어시스템도 무인운전(Driverless Operation)을 기반으

로 운영효율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열차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도입되고 있는 경전철시스템들은 외국 메이커 자체 체계 및 운영개념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국내 도시철도관련 법령, 규칙 등에 부합되지 않고 각 노선별로 무인운전 시행

에 대비하여 별도의 무인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영효율 및 안정성을 고려한 무인운전을 위한 열차제어시스템 요구조건을 설정검토하

기 위하여 유인운전과 무인운전의 열차운행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인 국내 

철도의 무인운전 사례를 분석하여 무인운전을 위한 열차자동운전장치의 시스템 요구조건을 설정하였으

며, 이를 적용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열차자동운전장치(Automatic Train Operation)의 소개 및 무인운

전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2. 국내 도시철도 무인운전 현황

2.1 무인운전에 대한 정의

무인운전이란 열차의 운행에 관한 모든 것을 자동으로 수행함에 덧붙여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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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차 운행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는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종합사령실에서의 원격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운전방식으로 정의한다. 무인운전의 개념

은 Unattended operation 과 Driverless operation으로 나뉜다.  Unattended operation은 승무원(운전

자)가 탑승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이며, Driverless operation은 승무원(운전자)의 조작이 없이 

차량의 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인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

확하지 않아 무인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업무범위,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2 국내 무인운전 노선 현황

2.2.1 부산지하철 4호선

부산지하철 4호선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개발한 한국형 고무차륜 경량전철시스템

(K-AGT)을 실용화한 국내 최초의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선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

남역에서 기장군 철마면 안평역까지 14개역사와 차량기지 1개소 등 총연장 12.7km 규모이다. 본 구간

은 고정폐색방식으로 유도루프 및 지상자를 기반으로 한 ATP/ATO 장치에 의해 차량 최고속도 70km/h

로 차량기지를 포함한 전 구간을 무인운전으로 운행하고 있다. 

무인 및 유인운전으로의 전환은 ATS 장치를 통하여 관제사의 허가에 의해 유인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비상 시 관제사의 승인 하에 운행요원이 탑승하여 비상운전을 시행한다. 

또한 열차의 정위치 정차의 과주, 각종 설비(PSD 포함) 고장 및 기타 등의 경우 비상운전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의 운전모드는 무인운전모드(FA) 및 AUTO(1인승무 ATO), MCS(수동운전), FMC(비상

운전)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 부산지하철 4호선 신호설비 구성도

2.2.2 부산-김해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역에서 김해시 삼개 가야대입구역까지 21개역사, 차량기

지 1개소 등 운행구간 22.1km 구간을 철제차륜 AGT차량으로 최고속도 70km/h로 운행하며 지난 9월 

18일 개통되었다. 무선통신 기반의 RF-CBTC 방식의 자동폐색식을 폐색방식으로 운행하며 폐색구간의 

경계는 선행열차와 후행열차간의 논리블록(로직블록)으로 구분된다. 관제사는 열차 운행감시ㆍ통제 등

을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운전 등을 명령하며, 열차의 상태에 따라 수동운전 모드(EM, ATCM)로 

전환하여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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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부산-김해경전철 신호설비 구성도

2.2.3 신분당선

신분당선은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량전철노선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에서 서울특별시 강

남역까지 6개역사로 영업연장 18.5km 구간을 철제차륜 차량으로 최고속도 110km/h(표정속도 60km/h)

로 운행하며, 무선통신 기반의 RF-CBTC 방식의 신호시스템을 적용하여 ATP/ATO 장치에 의한 무인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종합관제실의 관제사가 원격제어에 의해 무인운전으로 전환하며 필요에 따라 유

인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비상 시 관제사의 승인하에 운행요원이 탑승하여 비상운전을 시행한다. 

또한 시스템 이상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정된 경로를 반복 운행하는 셔틀운전이나, 운

행가능 구간에서 일정 시격을 유지하여 운행하는 라인운전, 상 하선 중 한쪽 선로만 사용하는 단선운전 

등이 가능하다. 

그림3 신분당선 신호설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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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종도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

업” 시범노선으로서 국내 최초의 국산화한 열차제어시스템이 탑재되는 무인운전방식 자기부상열차로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에 6개역사, 차량기지 1개소 총연장 6.1km 구간을 상전도 흡입식의 자기부상열차

로 최고속도 100km/h로 운행하며, 속도검출 루프 및 지상자를 기반으로 한 ATP/ATO 장치로 차량기지

를 포함한 전 구간을 무인운전으로 계획하고 있다. ATS 장치를 통하여 관제사가 원격제어로 무인운전

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유인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고, 비상 시 관제사의 승인하에 운행요원이 탑승하

여 비상운전을 시행한다.  

또한 시스템 이상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정된 경로를 반복 운행하는 셔틀운전이나, 

운행가능 구간에서 일정 시격을 유지하여 운행하는 구간운전, 상 하선 중 한쪽 선로만 사용하는 셔틀운

전 등이 가능하다. 

그림4 자기부상열차 신호설비 구성도

2.3 유인운전과 무인운전 비교

2.3.1 유인운 과 무인운  특성 비교

유인운전방식(1인 승무)은 승무원에 의해 수동으로 제어되는 가감속 등의 제반 기능을 열차자동운전

장치(ATO)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제어 기능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오동작 방지 및 자기진단 

기능을 부여한다. 

승무원은 출입문 조작과 열차 출발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역간 열

차의 가속과 감속기능, 정위치 정차제어기능 등은 ATO 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승무원에 

의한 안전 확인이 가능한 운전방식이다. 

무인운전방식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제어기능을 종합관제실, 지상신호장치 및 차상신호장치 등

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중요장치 고장시 백업기능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

보된다. 그러나 비상사태 발생시 승객의 안전과 대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이 상세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유인운전과 무인운전에 대한 특성 비교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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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인운전 무인운전

승무방식 1인 승무 또는 2인 승무 무인운전을 기본으로 함

열차 운영 효율 무인운전에 비해 다소 미흡
시스템 최적 운영으로 운전시격 

축소 및 주행속도 향상

운영비 승무인원의 고정적 비용 발생 운영인원 축소로 비용 절감 

수송수요 승무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임 탄력적인 대응 가능

장애/비상시 대응 승무원에 의한 신속 대응 운영요원이 오기까지 대기시간 소요 

[표 1] 유인운전과 무인운전 특성 비교 

2.3.2 무인운 의 장단

무인운전에 따른 장점은 무인운전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운영비용 절감과 수송수요에 대한 열차운

행의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시스템의 최적 운영으로 차량과 설비의 수명 연장 및 열

차운행 자동제어에 따른 운전시격단축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유인운전에 익숙한 승객들의 심리적 불안과 시스템의 고장이나 오동작, 정전 등 기타 요

인에 의하여 전동차가 역간 도중 정차시 승객 대피와 비상상황(화재 및 범죄자에 의한 범죄) 등의 이래

적인 사태 발생시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승강장에서의 승객 안전사고 방지 조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외국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운영요원의 경험부족과 운영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품

의 고가로 운영비 증대 등을 들을 수 있다.

3. 무인운전을 위한 시스템 요구조건

3.1 무인운전에 대한 고려사항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를 포함하여 인건비의 절감, 운전시격의 축소, 주행속도향상의 장점이 있는 

무인운전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자동운전 또는 무인운전에 의한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나 승객들의 두려움이 당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3.1.1 선로출입

선로에 설치되는 PSD 설비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사람이 열차에 의해 치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다.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무인운전 철도에는 승강장에 PSD 설비가 일반적이지만 사람이 승강

장 끝에 설치되어 있는 점검용 출입문으로 선로로 들어간 경우 및 PSD설비의 부정동작에 따른 승강장 

출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1.2 비상상황시 응방안

열차고장, 비상상황 또는 특수 상황 등의 이례 상황 발생시 승객의 불안감 해소와 신속한 대응을 위

하여 열차와 무인운전시스템(관제설비 포함)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송시스템 시설을 탑재해야 하며 

영업운행되지 않는 열차라도 열차내 안내방송을 통하여 열차 내 남아있는 승객이 없는지 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장치가 필요하다.

3.1.3 무인운  측면에서의 검토사항 

무인운전을 기관사의 임무를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에 따른 무인운전을 수행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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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내용

신호시스템

 열차간 충돌, 열차와 승객과의 충돌 등 승객과 설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개념단계, 기능단계, 구현단계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열차제어시스템 기능은 Vital한 기능을 수행하는 ATP, Non-vital한 기능을 

수행하는 ATO, ATS로 구분하여야 한다.

열차 운전/운영
 관제실(중앙, Local)에서 실시간으로 열차의 상태를 감시하고 원격제어가 가능

하도록 충분한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력관리 

 열차 운행시격이 짧기 때문에 열차 고장시 열차를 구인하기 빠르게 구인하기 

위한 방안 필요

 관제사에 의해 무인운전이 이루어지므로 운전자격ㆍ경험을 보유한 관제사가 

필요

[표 2] 무인운전측면 검토사항 

3.2 자기부상열차 무인운전을 위한 시스템 요구조건 

3.2.1 열차제어시스템 측면에서의 검토사항 

무인운전을 위한 열차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표 3]와 같다.

구    분 검 토 내 용

무인운전 목표

 기지에서 유치를 마친 전동차 원격 기동

 상업운전 개시 전 자체 진단 프로그램 가동 

 최초 본선으로 출발 승객 승차

 종착역에서 회차하여 계속적인 영업운전

 영업운전을 마친 열차의 기지 또는 주박선에 유치

무인운전에 필요한 

시스템 기능

 차량의 기계적인 상태와 가 감속 특성 및 승객안전을 위한 감시

 운전 관련사항 및 차량 상태관련 사항을 원격 감시

 실시간 제어정보의 처리를 위한 초고속 양방향 데이터 통신채널

 차량 또는 시스템의 부분 고장 시 우회감시 및 조작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설비의 이중계 및 Redundancy확보

   고장 시 우회 가능한 기능의 사전확인 및 시나리오 구축

무인운전을 위해 

강화된 운행환경 

안전시설

 승강장 승객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로 안전 확보

 차량~관제간 실시간 양방향 초고속 데이터 통신, 승객-관제간 음성 통신

 차내 화재감시, 승객 안전시설(소화기, 비상밸브, 비상전화, 원격방송 등)

[표 3] 무전운전 열차제어시스템 구축시 검토사항 

3.2.2 운 방식 검토사항 

자기부상열차의 무인운전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 나누어지며 세부 내용은 아래에 같

다.

첫째, 열차의 수송능력과 운영비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열차 운전방식은  승무원의 탑승유무와 자

동/수동운전, 운영장소 및 차량상태에 따라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무인운전을 위한 본선과 차량기지 내의 열차운행에 대한 제어와 감시를 위한 시스템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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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제실 및 Local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본선 및 차량기지 전 구간에 통신을 이용한 열차자동운전이 가능한 차상신호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1인 승무원에 의한 자동운전과 ATP 시스템에 의한 수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양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 정보와 그 밖의 열차 운행제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자기부상열차 자동열차운전장치 적용 사례

4.1 자동열차운전장치 적용 내용

3항에서 검토한 무인운전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자기부상열차 열차제어시스템(자동열차운전장치)에 

적용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검토항목 적용내용

선로출입

 PSD 설비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여 선로상에 비인가자의 출입을 검지

 선로상에 비인가자 출입시  ATS 장치로 출입정보를 전송하고 열차 운행을 

제한 

비상상황시 

대응방안

일반 방송시스템 이외에 열차 고장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열차자동운행장치에 

방송 IF 기능 구현

열차운영

 종합관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무인운행, 양방향 운행 등 통상운행을 위한 

감시감독 기능 구현 

 시스템 및 현장 장애 따른 열차 구간운행 및 셔틀(shuttle)운행 기능 구현 

신호시스템

 시스템의 일부 고장 시 감시 및 조작지원이 가능하도록 설비의 이중계 및 

Redundancy 구성

 시간 제어정보의 처리를 위한 초고속 양방향 데이터 통신채널 구축

[표 4] 무인운전 요구조건 적용내용 

   

4.2 자동열차운전장치 운영방식 적용 

자기부상열차의 무인운전을 위한 열차운영방식 요구조건을 열차자동운전장치에 적합한 내용은 아래 

[표 5], [표 6]와 같다.

운전모드명 적용사항

완전자동운전모드

(Driverless)

스케줄 및 운행 통제에 따른 자동운전 및 정위치 정차, 자동 회차 등 완전

자동 무인운전이 가능

자동운전모드

(Auto Mode)

승무원이 탑승하여 간단한 조작만 수행하고 가속 및 역간 주행, 다음역 정차 

등은 자동으로 수행하며, 스크린도어 및 차량출입문의 제어는 상황에 따라 자

동/반자동 선택이 가능

수동운전모드

(MCS Mode)

ATP 기반으로 승무원에 의한 운전으로 이루어지며 스크린도어 및 차량 출입문의 

제어는 차상 측 조작에 의하여 상호 연동제어

비상운전모드

(Em Mode)

ATP 차단 수동운전으로 운전관련 규정과 승무원의 판단에 의하여 운전을 

수행하며, 차량고장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모드

기지운전모드

(Yard Mode)

차량기지구내 열차 운전모드로서 열차운전시 최고속도를 완전자동 운전시 

15km/h, 수동운전시 25km/h로 제한하여 과속 시 ATP에 의해 자동제동 

[표 5] 자기부상열차 열차운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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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적용사항

 관제실 자동 모드

(Operation Center 

Auto Mode)

관제 설비에 설정된 열차스케줄 및 배차계획에 따라 열차별 시간대별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며, 관제사는 평상시 일상적인 감시업무만 수행

관제실 수동 모드

(Operation Center 

Manual Mode)

관제실 자동 모드 중 스케줄 또는 배차조정, 진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제사의 

개입을 통하여 운행 제어를 수행

역 취급 모드

(Local Mode)

비상시 또는 특정구간 선로 작업 시 현장의 운전취급실에서 선로감시 및 

비상진로 조작을 수행

[표 6] 자기부상열차 열차제어시스템 운영방식

5.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인운전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한 결과 열차제어시스템 이외의 열차 고장, 

선로변 안전 및 비상상황 대응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내 무인운전 열차제어시스템의 도입은 경제성이 우수하고 열차 운영 효율 및 정시성이 

비교적 양호한 시스템이나 국내 환경에 적용된 시점이 얼마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이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운영자는 운영비 및 경제성을 이유로 무인운전시스템을 선호하고 있으나 

안전 및 신뢰성을 이유로 해외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기부상열차 열차자동운전장치에 검토사항 및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최적

의 운전, 운영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외산이 점유하고 있는 국내 열차제어시스템 

시장에서 최초의 순수 국산 열차자동운전장치가 되는 큰 의의가 있으며 이는 국내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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