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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ut down the maintenance expenses at branch lines,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have developed the low-cost 
signalling on low-density lines. These examples are FFB(FunkFahrBetrieb) Radio based train operation by German 
railways(Deutsche Bahn AG), ERTMS REGIONAL by Europe and LOCOPROL system using a GPS. Also,  Korea 
is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low-cost signalling on low-density l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ystem are directly controled switch and crossing by driver.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we reviewed the business process for switch and crossing control. Specially, we 
compared and analysed both methods whether the driver takes control over the operation procedures of switch or 
the control message is carried by the command of the controller. And by utilizing the instrument of UML, I 
planned the switch according to the control authority and the operation procedures needed for the control of 
crossing.  

1. 개요 
저밀도 철도운행 구간에서의 유지보수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에서는 저비용 구조의 신호시스템을 개발

하고 운영 중에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DB network의 FFB(FunkFahrBetrieb) 라디오 무선 통
신용 제어시스템과 유럽의 ERTMS RESIONAL, GPS를 활용한 위치검지 기반의 LOCOPROL 프로젝트
를 통한 신호시스템이 있다. 국내에서도 저비용 구조의 저밀도용 무선통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이 
시스템 중 FFB 시스템은 운행 중인 차량의 차상에서 운전사가 직접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국내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도 차상에서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어하는 방식을 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선택은 CTC기반 신호설비들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관제사의 역할도 최소
로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차상에서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차상제어장치와 무선통신이 가능한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의 하드웨어적 개발이 필수이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어절차와 운영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CTC기반의 신호기의 제어와 운영방식은 지상의 관제사 또는 신호관제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운영절차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차상에서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어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관제 및 운영 측면에
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선로전환기의 작동을 기관사에게 관제권한을 일임할 것인지 관제사에 
명령에 따라 제어명령을 수행할 것인지의 관제권한과 각 방식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관제권한 검토
결과에 따라 선로전환기와 건널목 제어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UML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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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로전환기 및 건널목 무선제어 방식
2.1 지상설비의 무선제어 방식

  열차의 운행 빈도가 낮은 철도 지선의 경우 영업이익의 적자뿐만 아니라 신호설비 등의 유지보수비용
을 절감할 수 있는 ICT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선로 주변 신호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무선방식에 의해 차상제어로 선로전환기 및 건널목 장치 등의 주요 설비를 제
어하면서 운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절감 효과와 운영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일반적인 열
차운행과 관련된 지상 신호설비를 제어하는 관제사 업무와 차상제어 방식의 운영은 그림 1과 같다. 지
상관제 방식인 경우 관제사에 의한 선로전환기 작동 상태를 신호기 정보를 운전자가 확인하고 운영하는 
방식이고 차상관제인 경우 관제사의 선로전환기 작동 상태를 선로 주변 장비의 데이터 전송을 차상 신
호시스템 장비가 읽어서 운전자 머신 인터페이스에 현시하여 이를 운전자가 확인한 후 운전하는 방식이
다. 

그림 1 일반적인 지상·차상제어서 관제사와 운전사간 정보 체인

[발췌:‘Evolution of train control system’[2]]

그림 2 선로전환기 차상제어 방식에 의한 관제사와 운전사간 정보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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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설명
교행변경 단선운전구간에서 열차지연, 임시열차 운전 등으로 당초 예정했던 교행 정거장을 변

경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행하는 직무

표 1 관제사 정상근무 직무분석[발췌: ‘철도관세사 직무유형 및 특성분석[5]]

  그에 비하여 차상에서 운전사가 선로전환기를 제어할 경우 개략적인 제어절차를 그림2에 나타내었다. 

관제사가 센터에서 열차운행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선로전환기 제어 구간 전에 차량에 선로전환기 제어
정보를 전송하고 차량에서 설치된 운전자 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현시된 정보를 통해 운전자가 직접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2 선행연구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차상 운전사가 제어하는 선행사례는 독일 DB network에서 적자 노선에 대한 
시설물 구축비용과 유지보수 최소화를 위해 개발한 FunkFahrBetrieb(FFB)이다. 이 시스템은 저밀도 적
자 노선에 하루에 28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차상설비와 건널목과 선로전환기 등의 지상설비를 유럽무선 
통신 방식인 GSM-R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Hoenicke[3]는 CSP-OZ-DC라는 언어를 통해 복잡한 실
시간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의하고 시스템 디자인에 이를 적용하였다. CSP-OZ-DC는 이미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의 안전부분의 특정 부분의 모델링에 사용되었다. 

Arabestani[4]는 독일의 FFB(radio-based train operation system)의 시스템을 사례로 객체지향 기법
의 모델링을 하였으며 그림 3은 건널목 클래스 다이아 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건널목 클래스 다이아그램[발췌:Arabestani S.[4]]

 
2.3 관제사의 역할과 직무 

  한국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1장 총칙 제3조 정의에 따르면 “관제사”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사상의 책
임으로서 열차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운전취
급규정 1장 총칙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역장”이라 함은 정거장 및 신호소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열차관제사의 근본적 책임은 철도교통의 효율적 운송과 안전하게 열차의 경로를 관리하는 것이다1). 또
한 열차 관제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의 관리를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일을 계획하고 우선권을 지정한
다.

열차 서비스
트랙 우선권의 작업
우선권 처리
사고 관리하는 동안 운영자와 유지보수 대표, 외부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락
안전하고 신속한 열차 서비스를 위한 가용한 설비의 복원 
장비 고장과 경고 알람에 대한 응답과 처리

아래 그림 1은 관제의 정상근무 상황에서의 직무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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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대피변경 열차가 지연 또는 사고로 열차운행표에 의한 당초 예정된 대피정거장을 변경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행하는 직무

운전 순서 변경 선발로 할 열차의 운전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열차의 운행순서를 변경할 시 수행하
는 직무

가속/감속 운전 열차의 상호 경합 예상시 가속/감속 운전을 지시하는 직무
화물열차, 

단행기관차 착발
화물(장비/시운전/회송)열차, 단행기관차의 착발은 여객열차와 같이 정해진 시각에 
정확히 착발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열차 및 단행기관차에 대해 수행하
는 직무

타절 및 특발 열차사고/선로장애/작업 등으로 인해 운행중인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지연열차
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킬 때 수행하는 업무

착발선 변경 정거장내로 진입하는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선 변경에 관련하여 수행하는 직무
입출고 및 시발열차 입고, 출고 및 시발하는 열차에 대해 수행하는 직무
편성변경 차량 이상 등의 사유로 계획되어 있는 열차(기관차)의 운행을 변경하는 경우 수행하

는 직무
선로지장작업 시설물 설치·개량·보수와 점검을 위하여 열차 또는 차량 운행을 중지하거나 운행을 

제한하고 시행하는 작업(시설물개량작업, 선로차단작업, 상례작업)시 수행하는 직무
귀빈열차 운용 귀빈(국무총리, 외국국가원수,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귀빈대우를 하는 경우)이 

승차하기 위하여 특별히 운행하는 열차의 운용시 수행하는 직무
열차다이어 기록
(열차보고)

열차다이어에 열차 조·지연 시분 등을 기록하고 본사에 열차보고 수행하는 직무
스케줄 입력 운전시각표에 따라 사전에 열차스케줄 관리 시스템에 열차의 스케줄 입력시 수행하

는 직무
열차다이어 수정 
및 출력 열차다이어를 수정 및 출력시 수행하는 직무
인계인수 현재 관제사는 3조2교대 근무, 매일 9시/19시에 근무 교대시 수행하는 직무
KROIS 및 IRIS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철도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직무

3. 제어 방식의 비교
3.1 관제 필요성 비교
 CTC제어 구간에서는 센터모드일 때 중앙관제소에서 선로전환기와 신호기 등을 직접 제어하게 되고 

로컬모드일 경우는 역에 근무하는 역운영 팀장이 역 구내의 선로전환기와 신호기 등을 제어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폐색 구간에서 차상에서 기관사가 지상의 지상설비인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어한다는 것
은 관제권한이 관제사에 있기보다 기관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관사가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
어하는 권한을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계속 관제권한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지상설비 제어를 지상관
제사의 명령을 받아 수행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열차 운행 빈도가 낮은 지선구간에서 관
제사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지상관제사가 없다면 모든 운전권한
을 차상 기관사가 가지고 운행함에 따라 열차운행 관리의 단순함과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열차
운행 패턴이 매우 단순하여야 하고 복선구간에 교행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열차지연과 사고 등을 수습하는 주체가 없고 사고에 따른 교행변경, 운전 순서의 변경, 단선 구간의 교
행 등을 고려한다면 이동폐색 구간에 관제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래 표 2는 관제사의 직무에 따라 관
제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고려사항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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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관제사가 있는 경우 운행상황 고려 관제사가 없는 경우 운행상황 고려

교행변경
교행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음
라인 전체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함
교행정거장 필요

대안1) 교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시격이 넓어져서 교행발생이 없는 스  
케쥴
사고나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도 교행을 허
용하지 않음
복선 운행인 경우
교행정거장이 없는 경우 
대안2) 교행을 허용하는 경우
교행정거장이 있는 경우는 기관사의 통신
을 통해 직접 교행 변경

대피 및 
대피변경

대피정거장이 반드시 필요함
관제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피변경

시스템 지원으로 DMI상에서 지시
이례상황 대비를 위해 기존 통신설비 유지 

가속/감속 
운전

속도제한이 있는 경우 기관사에게 열차무
선전화기로 통보

안전상의 이유로 시스템과 DMI와 이동폐
색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보장되어야 가능
자동 계산되어 DMI상에 속도 조절 기능이 
수반되어야 함

타절 및 
특발

특발의 경우 관제사가 임시열차 스케줄을 
조정하고, 다른 철도운영자의 운행스케줄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용불가

X (관제사 없이 불가능)

착발선 
변경

역장이 관제사에게 통보하여 변경된 착발
선 지정 승인
사고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선로로 착발 또는 통과가 곤란한 경우, 관
제사는 선로 및 열차의 운행상태등을 확인
하여 역장과 기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

지선구간에서는 시스템에서 지원

입출고 및 
시발열차 관제사 유무에 상관없이 현장 정비소 직원에 의해 진행되며, 작업 완료 후 보고
편성변경 운행 전 또는 운행 중이든 열차가 재편성 

될 수 있는 장소 확보 되어야 함 X (관제사 없이 불가능)

선로지장
작업

작업자가 궤도회로 점유, 선로전환기 작업 
등 선로의 지장여부를 관제사에게 보고하면 
검토, 승인 후 기관사에게 통보.

지장작업으로 인한 열차스케줄 조정때문에 
다른 스케줄 변경해야 할 경우 허용 불가함

지장작업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 시 다른 
철도 운행 스케줄의 전체 조정이 필요함
지장작업으로 인한 서행 지시는 DMI를 통
해 기관사가 인식

열차
다이어 

기록(열차
보고)

열차의 운전휴지, 대기, 반복변경, 특발, 타
절 및 회복운전의 지시등을 시행하여 정상
운전 복귀까지의 상황을 기록

시스템 자체 해결 기능 수반되어야 함

운행 
스케줄 
입력

관제사가 CTC장치를 통해 스케줄을 입력 관제 스케줄에 대해서만 기관사가 입력
열차다이
어 수정 
및 출력

열차운행 변경 발생 시 관제사가 CTC장치
를 통해 운행계획의 수정 및 편집을 허락 열차운행 변경 시 자동으로 수정됨

표 2 관제사 유무에 따른 직무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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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제 업무 절차 
  관제 필요성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제사가 존재할 경우 기관사가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어하는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절차를 아래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선로전환기의 제어절차는 열차 주행 중
에 선로전환기 설치 개소 이전에 설치된 Object Controller(OC)를 지날 때 선로전환기 및 건널목 정보
를 받아서 차량에 있는 운전자 인터페이스를 확인한 후 운전자가 선로전환기를 제어할 수 있다. 
 

<OC의 선로전환기 제어 절차> <OC의 건널목 제어 절차>

그림 4 Object Controller의 선로전환기 및 건널목 제어 절차 

4. 결론
  열차운행 빈도가 낮은 지선구간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 중인 ICT 기반의 차상제어시스템
은 기관사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어하면서 운행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상설비를 제어하는 정보흐름을 CTC구간에서 관제사가 제어한 선로전환기와 신호기를 보면서 운행하
는 방식과 달리 이동폐색 구간을 운행할 때 기관사에 의한 제어방식의 정보흐름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
호설비의 관제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제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관제사가 필요성에 따른 고려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바에 따라 지선구간이라도 안전상의 이유와 운전효율성 측면에서 관제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관제사가 존재할 경우 기관사의 운전 중에 선로전환기와 건널목을 제어하는 
운영절차를 UML 툴을 활용하여 설계 분석하였다. 향후 관제사와 기관사의 운전명령 절차를 더욱 명확
히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을 통한 최적화 
문제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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