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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w technology with Wireless LAN (WLAN) is implemented to the railway system, which is attached importance to
safety and reliability. Railway control system based on WLAN that is called CBTC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is
being developed by the advanced nations in this field and The system is applied to a new train line and a renovation for
outworn equipment.
The CBTC system has many merits about increase of capacity, reduction of headway and cost reduction etc.. Therefore, that

is come into spotlight to the advanced railway company and the companies have being developed the system.
So, we have developed the CBTC system for standardization and localization of the railway signal system.

----------------------------------------------------------------------------------------------------------------------------------------

서 론1.

최근 들어 무선 랜을 이용한 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타 분야에 비해 안전성 및 신, .

뢰성을 중요시하여 신기술 개발 및 적용속도가 느린 철도신호 분야에서도 철도 선진국을 중심으

로 무선 통신 기반의 신호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신규노선에 적용하거나 기존 노후화된,

노선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시험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선 랜 통신을 이용하여 열차를 제어할 경우 열차의 속도향상 및 운행 시격의 단축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철도 선진업체에서는 향후 철도분야에서 많은 경제.

적 이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무선통신 기반의 신호 시스템 (CBTC, Communication Based

기술개발에 집중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선통신을 이용한Train Control) ,

신호시스템의 국내 표준화 및 국산화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국책연구과제로 차상 핵심장치의 개

발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국내외 적용현황과 국책과제로 진행 중인 통. CBTC “

신기반 표준 차상핵심장치 개발 에 관한 개발 내용을 기술한다” .

신호 시스템 적용현황 및 동향2.

신호 시스템의 국내 적용 현황2.1

신호 시스템은 신호 제어방식에 따라 속도코드 방식ATS, , Distant-to-Go, Moving Block

등으로 나눌 수 있다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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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제어 방식 지상에 설치된 지상자를 통한 점제어 방식- ATS(Automatic Train Stop, ) :

속도코드 방식 고정된 폐색의 지정된 속도코드에 따라 열차가 제- Step Profile(ATP/ATO, ) :

어되는 방식

열차가 지상설비로부터 정지목표지점 고정폐색 위치 선로변 정보 선행열차- Distant-to-Go : , , ,

정보들을 입수하여 열차 내 연산을 통해 스스로 계산하여 제어하는 방식

선행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지상설비를 통하여 후속열차에 전- Moving Block :

달하고 후속열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지위치를 계산하여 제어하는 방식,

표 국내 신호시스템 적용 현황< 1. >

국내외2.2 CBTC 신호 시스템의 적용현황

시스템은 차량과 지상설비간의 무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여 열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을CBTC

의미하며 무선 데이터 링크는 유도루프 방식과 방식으로 구분되어 진다 국, (inductive loop) RF .

내외에 적용된 방식의 시스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RF CBTC .

지역 노선 진행상태 지역 노선 진행상태

New
York

NYC Transit
Canarsie Line

Under
development

Europe

Paris Line 13 Under
development

San
francisco

SF BART Under
development Barcelona Recent award

SF Airport in Service Madrid Recent award

Other
North
America

Las Vegas
Monorail in Service

Asia

Singapore
North East Line in Service

Philadelphia Subway
Surface Line

nearing
deployment

Hong Kong
Penny's Bay

nearing revnue
service
date(2005)

Dallas
Ft.-Worth Airport Recent award Taipei

Neihu Line awarded

Seattle(Airport) being deployed Seoul, Korea
Bundang Line

Under
development

Washington DC
APM at Dulles being deployed China

Shanghai Line 8 Recent award

UK London Heathrow Airport Recent award

표< 2 방식 국 내외 적용사례. RF CBTC / >

제어방식 운 전 방 식 운전시격
(Headway) 적용노선 공급회사

점제어 방식
방식(ATS )

역간을 거리단위 궤도회로로 분할하여-.
폐색구간을 설정,
역간에 개 이상 열차운행-. 1

분3 서울지하철
호선1,2

교산
일본신호

연속제어방식
방식(ATC )

역간을 시간개념 궤도회로로 분할하여-.
폐색구간을 설정,
역간에 개 이상 열차운행-. 1
-.Speed code ATC

분2-3

서울도시철도
호선5,6,7,8

부산 호선1
광주 호선1

US&S
ALSTOM(GRS)
일본신호

교산ROTEM/

차내 연산 제어방식
(Distance-to-Go)

선행열차 위치 및 선로상태를 파악하-.
여 열차 스스로 자기의 속도 및 제동거
리를 계산하여 운전하는 방식으로 고밀
도 운행

분 이내2

부산 호선2
부산 호선3
인천 호선1
대구 호선2

ADtranz
ROTEM
Siemens
ALSTOM

이동 폐색 제어방식
(Moving Block
System)

고도의 정밀한 정보 관리체제로 고밀-.
도 열차운행 초 이내90 중량전철의

적용실적 없음



표준차상핵심장치 개발 내용3.

시스템 구성3.1

도시철도 표준화 통신기반 차상 핵심장치는 자동 열차 제어 및 보호 기능의 ATP (Automatic

시스템 자동 열차 운행 기능의 시스템 및Train Protection) , ATO (Automatic Train Operation)

차상 지상 간 무선통신 기능의 시스템과 전원공급을 위한/ WLC (Wire-less LAN Communication)

속도검지를 위한 정위치 정차를 위한Main Power Supply Unit, Tachometer, Proximity Sensor,

주행 거리보정을 위한 정밀열차제어를 위한 와 운전자 인터페이TI(Tag Interface), Accelerometer

스를 위한 로 구성된다DDU(Driver Display Unit) .

그림< 1 차상핵심장치 구성품. >

시스템은 자동 절체 방식의 중계 로 구성되며 내부전원 공급을 위한ATP 2 (Redundancy) , (DC28V)

보드 로직 수행을 위한 보드 및 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통DC/DC , ATP CPU , ATO, WLC, TI DDU

신보드 와 출입문 상태정보 운전대 정보 등의 입력을 위한 보드 출입문 인(RS-485, 4ch) , Vital Input ,

에이블 명령 과 비상제동 체결 등을 담당하는 보드로 구성된다(EDL, EDR) Vital Output .

차상 시스템은 내부전원 공급을 위한 보드 로직 수행을 위한 보ATO (DC28V) DC/DC , ATO CPU

드 와 및 서로간의 인터페이스 를 위한 통신보드 와 출입문 개, ATP1, ATP2 WLC TI (RS-485, 4ch)

폐명령 및 제동명령을 위한 보드 추진제어를 위한 보드 및Digital Output , PWM , Proximity Sensor

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보드로 구성된다Accelerometer AI .

차상 시스템은 내부전원 공급을 위한 보드 와의 인터페WLC (DC5V) DC/DC , ATP1, ATP2, ATO

이스를 위한 통신보드 지상의 무선설비와 인터페이스를 위한 무선랜 모듈과 무선(RS-485, 3ch), RF

랜 안테나로 구성된다.

기능3.2

표준 차상 핵심장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능ATP 기능ATO 기능WLC

속도제한 수신 해독-. /
열차 과속보호-.

및 기능 수행-.Vital Safety
개념 도입-.Fail-Safe

열차간 안전거리 확보-.

자동열차 출발 정지 운행-. /
정위치 정차-.
열차 출발 정지 관련 자동운행-. /
정차시간 제어-.

차상 지상간의 송 수신-. / Data /
열차 상태 정보 송신-.
열차 행선 정보 수신-.
출입문 및 열차 제어정보 수신-.
-.열차의 이동권한 수신(PMA)

표< 3 표준 차상핵심장치 기능. >



시스템 성능검증 및 시험4.

표준 차상핵심장치 는 온 습도 진동 전자파시험 등의 환경시험을 도시철도차량 성(ATP/ATO) / , ,

능시험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각 구성 품에 대한 구성 품 시험 검증 툴을 이용하여 현차취, ,

부 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 안전성 신뢰성을 확인한다 또한 공장구내 시험 본선 시운전/ / . ,

및 영업시운전을 통해 안정적 시스템 동작 및 수동 자동 완전자동 운전 시스템 동작을 확인한다/ / .

차상 검증 툴 구성 및 기능4.1

차상 검증 툴은 모의 신호발생장치 이산 입출력 판넬 와 차상 핵심Power Supply, , , Panel PC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로 구성된다Connector .

모의 신호발생장치는 단위 기능시험 시 지상 검증 툴과 연동하여 무선 데이터 송수신 시험 및

운행 소도별 속도 를 발생시키며 자동운전 시험 시 장치로 부터 추진 및 제동 명령을Pulse , ATO

수신하여 계산에 의해 속도 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과속검출 기능 지상Pulse . ATP , Tag Data

신호 및 속도 를 발생 시키며 의 추진 및 제동 명령을 수신하여 열차 속도 및 주행거리Pulse ATO

를 연산하며 출입문 기능 시험을 수행하며 운전모드 별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

이산 입출력 은 스위치 버튼 램프로 구성하여 열차의 운전모드 출입문 모드 출발버튼Panel , , , ,

및 출입문 버튼 등의 운전대 조작정보와 로 입력되는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된다ATP .

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며 모의 신호 발생장치와 인터페이스 된다 운전Panel PC , .

모드 출입문 모드 출입문상태 열차 주행상태 등 열차상태를 모니터로 현시하고 열차속도 출입, , , , ,

문 명령 추진 및 제동명령 등 차량운행에 관한 설정을 모의 신호 발생장치에 전달하며 시뮬레이, ,

션 상황 및 정보를 모니터에 현시한다.

시험 구성 및 방법4.2

표준 차상핵심장치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은 성능확인 시험 지상 검증툴 및 와의WLC , DDU

인터페이스에 의한 단위 기능 확인시험 자동운전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한다, .

성능확인 시험(1) WLC

무선 접속시간 두개의 사이에서 무선 로밍시간 패킷손실률 전송지연 시간을 확인하여, AP , ,

항 목 수량 단위 기능

Power Supply (AC/DC) 1 AC220V to DC100V

Power Supply (DC/DC) 1 DC100V to DC28V

모의 신호발생장치 1 단위 기능 시험

이산 입출력 판넬 1 운전대 정보 입력

Connector 5 차상핵심장치 I/F

Panel PC 1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 4 검증 툴 구성. >

단위 기능 확인 시험 자동운행 시험 확인

운전모드 설정확인 시험-.
제한속도 확인 시험-.
과속 검출점 확인 시험-.

장애 검출 기능 시험-.ATP

자동운전 시뮬레이션 시험-.

표< 5 검증 툴 기능. >

그림< 2 차상검증툴. >



의 성능을 확인한다 무선 접속시간 시험 및 로밍시간 측정을 위해 무선 프로토콜 분석기WLC .

의 를 사용하여 무선 접속 단계를 측정하였고 로밍 시 패킷 손실 및(WildPacket OmniPeek) 4 ,社

전송 지연시간은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iNetTool .

단위기능 확인 시험(2)

단위기능 확인 시험은 차상 검증 툴을 이용하여 운전모드 및 출입문 모드 설정 시험 출입문 제,

어로직 확인시험 제한속도에 대한 속도 검지 시험 열차의 이동권한 수신시험 검지, , (PMA) , Tag

시험 정위치 정차 검지 센서 검지 시험을 수행하였다, PRXM(Proximity Sensor, ) .

그림< 4 성능검증 시험 구성. >

시험 결과4.3

성능 확인시험 결과(1) WLC

무선접속 단계 를 확4 ( Probe Request, Probe Response, Authentication, Association)① ② ③ ④

인하고 각 단계의 수행시간 을 합하여 무선접속시간 및 로밍시간을 측정하였다 패킷손실 및, ( t) .Δ

전송지연시간측정을 위해 데이터 전송주기를 을 로 하며 무선 전송64KB, 1ms, Time out 500ms ,

후에 시 까지 응답이 없을 시 로 정의하여 의 성능을 확인하였다Time out Packet loss WLC .

시 험 항 목 측 정 값

무선접속시간 5.153 ~ 5.957ms

로밍시간 5.189 ~ 5.557ms

로밍 시 패킷 손실 2 EA Packet Loss

전송지연시간 5ms

표< 6 성능확인시험 결과. WLC >

그림< 3 성능 확인시험 구성. WLC >

그림< 5 성능확인 시험. WLC >



단위기능 확인시험 결과(2)

단위기능 확인을 위해 차상 검증 툴 이산 입출력 판넬에서 운전대 설정정보를 설정하고 차상

핵심장치에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였고 제한속도를 설정하고 모의 발생속도를 제한속도 이상로 설,

정하였을 때 차상 핵심장치가 비상정지 설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차량의 속도가 이상에서, 2km/h

신호가 소자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검증 툴에서 및 에 관한 시뮬레EDL/EDR . Tag PRXM

이션 정보를 송신하고 차상 핵심장치에서의 수신기능을 확인하였다, .

결론5.

본 연구에서는 표준 차상핵심장치와 이의 검증을 위한 차상 핵심장치를 제작하여 성능CBTC

확인 시험을 수행하였다 차상 검증 툴을 이용하여 차상 핵심장치의 디지탈 입 출력을 확인하고. / ,

열차 주행 중에 검지되는 및 정보를 수신하였으며 운전모드 설정확인 기능 출입문Tag PRXM , ,

과속검출기능 주행 시 출입문 개방방지 기능 등을 확인하여 운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

더라고 안전 측으로 동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상 지상 간의 통신을 수행하는(Fail-Safe) . / WLC

의 기능 확인을 위해 무선접속 단계에 입각하여 무선접속시간 및 로밍시간 패킷손실 및 전송지4 ,

연시간측정을 수행하여 무선 접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신호 시스템은 무선을 이용한 열차 제어 시스템으로 기존방식보다 지상설비의 설치비용CBTC

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열차의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어 현재 열차제어 시스템 개발분야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선통신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필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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