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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ECO driving patterns which consider driving safety of the ATO system train and reliability and which 
optimize efficiency of the driving energy consumption. Research results derived by performing simulation of those 5 models show that the 
emergency braking which affects safety of passenger and the machinery is minimized, and safe driving speed is maintained by the prohibition of 
drastic acceleration/deceleration, coasting and constant-speed driving. Therefore if this result is applied to the urban railway train by 
amending or making ATO program to save energy usage that improve environmental quality, its effects as ECO driving pattern is h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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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번 연구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4량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구간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전동차 주행에너지 소

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ATO 시스템(Automatic 
Train Operation System) 전동차의 운행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행에너지의 사용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ECO 
운행패턴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의 자동․수

동운전 운행패턴의 차이점과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분석한 
후, 기존 ATO 운행패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승객과 기계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비상제동 체결을 최소화하며 급격한 가․감속의 금지, 
타행 및 정속주행으로 안전한 운행속도를 유지하여 주행

에너지 사용량을 약 15% 절감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ECO 운행패턴으로서 ATO 프로그램에 적용 시 그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ECO 운행패턴의 제작절차

국내 대부분의 전동차 자동열차운전제어(ATO) 시스템은 

선진 외국의 다양한 기술력을 토대로 설계되었기에 각 운

영기관의 신설 노선 개통 전 본선시운전 과정에서 국내 기

술자들이 외국 기술자들과 함께 ATO 운행패턴 및 정위치

정차 등의 튜닝을 수행해 왔지만 기술적인 종속관계에서 튜

닝업무가 진행되어 왔다.
전동차의 역행/제동성능과 주요 장치의 반응특성 및 숙련

된 운전자들의 효율적인 수동운전기법을 완전히 접목한 ATO 
프로그램을 튜닝하여 실제 운영노선에 적용한다면 최적의 
ATO 프로그램이 완성되겠지만 시운전기간 동안 여러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ATO 프로그램을 완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도시철도는 여러 분야의 기술력이 접목되는 분야이므로 

ATO 프로그램도 각 분야의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모여 

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업무절차이나, ATO 프로그래머

가 전동차의 역행 및 제동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한 숙

련된 운전자들의 수동운전 기법을 경험하여 ATO 프로그램

을 제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승객부하 및 회

생전력량 변화에 안정적인 가․감속 패턴과 정위치정차 등

을 만족시키기 위한 ATO 프로그램을 튜닝하다 보면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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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rk process of ATO tuning.

감 향상이나 전력사용량의 최소화는 튜닝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며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ATO 프로그램을 

개통 노선에 적용하여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족스

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궤도부설공사와 전차선 및 지상신호 시스템은 개통 전 

가장 먼저 시공되므로 전동차 시운전기간을 활용하여 공차 
및 만차 조건에서의 전동차 역행 및 제동 특성을 파악하

여 모델링한 후, 각 구간별 궤도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

이션 결과로 만든 운행패턴을 기관사들이 직접 수동운전

하여 검증하고 보완한다면 안전한 운행속도의 유지로 주

행에너지 사용의 최소화가 가능한 최적의 열차 운행패턴과 
주행시간을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

을 ATO 시스템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ATO 프로그램 제작

에 반영시킨다면 개통 이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ECO 운행패턴을 완성할 수 있다.
Fig. 1은 도시철도 신설 노선의 개통 전, 최적의 전동차 

ECO 운행패턴을 제작하기 위한 효율적인 업무 진행과정

의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노선의 ATO 프로그

램 수정 또는 신설노선의 ATO 프로그램 제작 시 활용한

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3. 시뮬레이션 수행

3.1.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정

금번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구간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수행한 전동차 주행에너지 소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모델의 승객하중조건 및 

회생에너지의 사용률을 33.3%로 동일하게 적용1)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모델 1 : 타행제어의 필요성

(2) 모델 2 : 운행시간의 영향

(3) 모델 3 : 출발패턴의 비교

(4) 모델 4 : 운행패턴의 변화

(5) 모델 5 : 슬립현상의 최소화

슬립(Slip)현상은 일시적이며 비정상적인 외란조건으로서 

Table 1. Track conditions of simulation models.

Classification Simulation Sections

Model
(1), (2)

Section Jungang-ro → Joongguchung Stations

Speed limit [km/h] 55

Curvature Radius [m] R=250 (Part of Section)

Gradient [‰]
0~498 [m] 498~722 [m]

+20 -2

Model
(3), (4-1)

Section Joongguchung → Jungang-ro Stations

Speed limit [km/h] 55

Curvature Radius [m] R=250 (Part of Section)

Gradient [‰]
0~224 [m] 224~722 [m]

-2 +20

Model
(4-2)

Section Yongmoon → Tanbang Stations

Speed limit [km/h] 60-50-35

Curvature Radius [m] R=200 (Part of Section)

Gradient [‰]
0~858 [m] 858~1,194 [m]

+13 -3

Model
(5)

Section Tanbang → City Hall Stations

Speed limit [km/h] 50-65

Curvature Radius [m] R=300 (Part of Section)

Gradient [‰]
0~148 [m] 148~528 [m] 528~748 [m]

-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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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F 인버터(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Inver-
ter)가 별도로 속도 제어하므로2)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ATO 및 MCS(Manual Control Super-
vision) 운행모드로 실제 운행 시 슬립이 잘 발생되지 않는 
구간을 선택하였다. Table 1은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각 구

간의 트랙 데이터와 운행조건들을 나타내고 있다.

3.2. 시뮬레이션 결과

3.2.1. 타행제어의 필요성 (모델 1) 
중앙로-중구청역 하선구간의 선로조건은 상구배와 하

구배가 존재하며 일부 구간이 R=250의 급한 곡선부위인 

길이 722 m의 구간으로 표준운행시간과 속도제한조건은 

각각 75 sec 및 55 km/h로 설정되어 있다. Fig. 2는 전동차

가 13.66 ton의 승객을 태우고 중앙로-중구청역 하선구간을 

ATO 모드로 실제 운행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역 출

발 후 30~100%의 견인력으로 제한속도인 55 km/h까지 계속 
추진하다가 하구배 시작지점부터 서서히 제동력을 발생시

켜 정지하였으며 운행시간은 72 sec였다.
TDIC(Train Diagnostic Information Computer)에 기록된 

ATO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속도제한 범위 내에서 주

행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행(Coasting)제어를 사

용치 않고 최대허용속도까지 가속시키다가 가속도를 천천

히 줄이며 정위치정차를 위한 제동제어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Fig. 3은 동일 하중조건으로 중앙로-중구청역 하선구간

의 선로조건을 고려한 MCS 운행패턴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이다.
ATO 모드와 시뮬레이션의 운행시간은 72 sec로 같았으

Fig. 2. Real running curve at ATO mode. (Jungang-ro → Joongguchung)

Fig. 3. Simulated velocity profile considering coasting effect.
(Jungang-ro → Joongguchung)

Table 2. Comparison of running patterns.

Classification
Results of Operation & Simulation

ATO Mode Simulation Results

Running Time 72 sec 72 sec

Max. Speed 55.0 km/h 54.0 km/h

Coasting
Control 

Start Point 44.6 sec 39.3 sec

End Point 45.0 sec 49.6 sec

Energy
 [㎾h]

Powering Energy 9.63 8.58

Regenerated Energy 0.73 0.59

Consumed Energy 8.90 7.99

Saving Effect ※ 8.90 - 7.99 = 0.91 [kWh, △10.2%]
※ The energy is calculated in simulation.

나 ＋20‰의 상구배 구간을 54 km/h까지 가속하고 탄력을 이용

한 30%의 역행제어를 15 sec 수행하고 -2‰의 하구배 구간 
직전부터 타행제어를 10 sec 동안 수행한 후, 제동제어로 전

환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10.2% 절감하였다. 
Table 2는 상기 구간을 ATO 모드로 운행하였을 때와 타행

제어를 고려한 MCS 모드의 시뮬레이션 수행결과를 비교하였

다. ATO 모드에서 곡선 및 상, 하구배 등의 선로조건을 고려

한 효율적인 가․감속 및 타행제어가 수행되지 않으면 에
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3.2.2. 운행시간의 영향 (모델 2)
모델 (2)는 중앙로-중구청역 하선구간을 표준운전시간 75 

sec 내에서 +2%~+4%의 여유운전시분을 각각 활용하여 동

일한 승객하중조건(13.66 ton)으로 MCS 운행한 패턴을 시

뮬레이션 하여 Fig. 4~Fig. 6의 그래프로 그 결과를 비교하

였다. 운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로특성에 따른 최고속도

와 탄력을 이용한 P1(powering 1단) 역행제어 및 타행제어 패

턴 등 운행곡선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의 상구배 구간을 일정속도까지 가속하고 그 탄력

을 이용한 30%의 P1 역행제어를 일정시간 수행한 후, -2‰
의 하구배 구간 직전부터 타행제어의 수행 및 제동제어로 전

환하는 경제적인 운행으로 MCS 모드로 운행할 경우 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0.8~3% 절감할 수 있었다.
도시철도의 경우 열차운행다이아를 계획할 때 통상 +2%~ 

+4%의 여유운전시분을 고려하여 각 구간의 표준운전시분을 
결정3)하므로, 여유운전시분을 최대로 활용한 전동차 운행

Fig. 4. Simulated velocity profile according to increased running time 
(73.4 sec, ＋2%). (Jungang-ro → Joonggu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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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ed velocity profile according to increased running time 
(74.2sec, ＋3%).
(Jungang-ro → Joongguchung)

Fig. 6. Simulated velocity profile according to increased running time 
(74.9sec, ＋4%).
(Jungang-ro → Joongguchung)

Table 3. Comparison of simulation results.

Classification
Simulation Results according to 

Increased Running Time 

+2% +3% +4%

Running Time 73.4 sec 74.2 sec 74.9 sec

Max. Speed 53.6 km/h 53.1 km/h 52.6 km/h

Coasting
Control

Start Point 39.7 sec 39.8 sec 38.9 sec

End Point 49.0 sec 49.1 sec 49.7 sec

Energy 
[kWh]

Powering Energy 8.51 8.47 8.27

Regenerated Energy 0.58 0.57 0.54

Consumed Energy 7.93 7.90 7.73

Saving Effect 0.06 [△0.75%] 0.09 [△1.12%] 0.26 [△3.25%]
※ The energy is calculated in simulation.

패턴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음을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알 수 있었다.

여유운전시간을 활용한 MCS 운행 모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Table 3에 비교하였다.

3.2.3. 출발패턴의 비교 (모델 3)
동일한 승객하중조건(13.24 ton)으로 중구청-중앙로역 상

선구간을 표준운행시간 85 sec와 속도제한조건 55 km/h 내
에서의 MCS 운행을 출발패턴에 변화를 주고 시뮬레이션 

하여 Fig. 7~Fig. 8의 그래프로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결과 전동차의 운행시간은 85 sec로 같

Fig. 7. Simulated velocity profile(1) according to change of departure 
pattern.
(Joongguchung → Jungang-ro)

Fig. 8. Simulated velocity profile(2) according to change of departure 
pattern.
(Joongguchung → Jungang-ro)

았으나 -2‰의 하구배 구간을 어떤 패턴으로 최고속도까

지 가속하며 출발하느냐에 따라 타행시작점까지의 속도와 
도달시간, 제동제어는 물론 에너지 사용량에서도 21.3%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충분한 가속력으로 슬립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어패턴으로 출발하는 것이 타행제어로 더 긴 

시간 운행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임을 시뮬

레이션 결과로 확인하였다.
Table 4는 출발패턴 변화에 따른 MCS 운행 모드의 시

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4. Simulation results according to change of departure pattern.

Classification
Simulation Results according to

Change of Departure Pattern

Sloppy Acceleration Steep Acceleration 

Running Time 85 sec 85 sec

Max. Speed 50.9 km/h 47.2 km/h

Coasting
Control 

Start Point 19.9 sec 15.3 sec

End Point 42.6 sec 42.9 sec

Energy
[kWh]

Powering Energy 3.62 2.96

Regenerated Energy 0.94 0.85

Consumed Energy 2.68 2.11

Saving Effect ※ 2.68-2.11=0.57 [kWh, △21.3%]

 

※ The energy is calculated in simulation.

3.2.4. 운행패턴의 변화 (모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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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al running curve at ATO mode.
(Joongguchung → Jungang-ro)

모델 (4-1)은 전동차가 13.24 ton의 승객을 태우고 중구

청-중앙로역 상선구간을 표준운행시간 85 sec와 속도제한

조건 55 km/h 내에서 ATO 모드로 실제 운행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TDIC에 기록된 전동차 ATO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역 출발 후 30~100%에 해당하는 견인력으로 속도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허용속도인 54 km/h까지 계속 추진한 후에 순간

적인 타행과 제동을 반복하며 제한속도 55 km/h를 유지하

다 서서히 제동력을 발생시켜 갑작스런 흔들림을 방지하며 
정위치정차를 위한 제동제어로 전환하여 정지하였으며 운

Fig. 10. Simulated velocity profile according to track conditions.
(Joongguchung → Jungang-ro)

Table 5. Comparison of running patterns.

Classification
Results of Operation & Simulation

ATO Mode Simulation Results

Running Time 75.6 sec 75.6 sec

Max. Speed 54.0 km/h 53.1 km/h

Coasting
Control 

(1)
Start Point 21.8 sec

Start Point 18.0secEnd Point 24.0 sec

(2)
Start Point 29.4 sec

End Point 30.2 sec

End Point 42.9sec
(3)

Start Point 36.4 sec

End Point 38.8 sec

Energy 
[kWh]

Powering Energy 4.99 3.78

Regenerated Energy 1.27 0.95

Consumed Energy 3.72 2.83

Saving Effect ※ 3.72-2.83=0.89 [kWh, △23.9%]
※ The energy is calculated in simulation.

행시간은 75.6 sec다. 
Fig. 10은 동일한 승객하중조건으로 중구청-중앙로역 상

선구간의 곡선 및 상, 하구배 등 선로조건을 고려하고 ATO 
모드와 동일한 운행시간 75.6 sec로 시뮬레이션 하여 도출

한 MCS 운행패턴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Table 5는 상기 구간을 ATO 모드로 운행하였을 때와 

타행제어를 고려한 MCS 모드의 시뮬레이션 수행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운행시간은 75.6 sec로 ATO 모드와 

같았으나 54 km/h까지 가속하지 않고도 47 km/h까지의 탄

력에 의한 운동에너지와 -2‰ 하구배 구간을 활용한 타행제

어를 25sec 수행하여 53 km/h까지 가속한 후 제동제어로 

전환, 에너지 사용량을 24.1% 절감할 수 있었다.
ATO 모드에서 곡선 및 상, 하구배 등의 선로조건을 고

려한 효율적인 가․감속 및 타행제어가 수행되지 않으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모델 (4-2)는 전동차가 12.28 ton의 승객을 태우고 용문-

탄방역 하선(1,194m)구간을 표준운행시간 115 sec와 속도

제한조건 60-50-35 km/h 내에서 ATO 모드로 운행한 결과

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이 구간은 R=200의 급곡선 구간

이 존재하며 속도제한이 3가지 계단형태로 설정된 복잡한 

형태의 선로특성을 가지고 있다.
TDIC에 기록된 전동차 ATO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역 출발 후 30~100%에 해당하는 견인력으로 1차 속도제한

(60 km/h)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한 후에 순간적인 역행과 

타행을 반복하며 속도 59 km/h를 유지하다 -13~-42%에 해

당하는 제동력을 발생시켜 다음 속도제한 구간에 진입하여 
다시 순간적인 역행, 타행 및 제동제어를 반복하며 2, 3차 

속도제한 조건에 맞춰 운행하다가 3차 속도제한(35 km/h) 
구간이 끝나는 지점부터 서서히 제동력을 발생시켜 갑작

스런 흔들림을 방지하며 정위치정차를 위한 제동제어로 

전환하여 정지하는 매우 복잡한 패턴의 차량제어를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구간도 ATO 모드에서 역행, 
제동제어 및 타행제어도 실행되었으나 곡선 및 상, 하구

배 등의 선로조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가․감속제어가 이루

어지지 않고 3단계 형태의 속도제한 조건에 맞춰 순간적

인 역행, 타행 및 제동제어를 반복하며 운행하므로 에너

Fig. 11. Real running curve at ATO mode.
(Yongmoon → Tan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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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mulated velocity profile according to track conditions.
(Yongmoon → Tanbang)

지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순간적

으로 발생된 회생에너지는 같은 전력구간을 운행하는 회

생 전동차와 역행 전동차의 순간적인 오버랩을 제외하고

는 전동차 내 저항기 또는 전차선의 저항에 의해 열로서 사

라지기 때문이다.
Fig. 12는 동일한 승객하중조건으로 용문-탄방역 하선구

간의 곡선 및 상, 하구배 등 선로조건을 고려하여 도출한 

MCS 운행패턴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동차의 운행패턴을 역행, 타행 및 제동제어로 간략화

하고 급곡선 구간에서의 자연적인 제동효과로 견인력이 

Table 6. Comparison of running patterns.

Classification
Results of Operation & Simulation

ATO Mode Simulation Results

Running Time 115 sec 115 sec

Max. Speed 59.0 km/h 60.0 km/h

Coasting
Control 

(1)
Start Point 18.3 sec

(1)

Start Point 26.9 secEnd Point 20.2 sec

(2)
Start Point 48.2 sec

End Point 49.6 sec

End Point 59.5 sec
(3)

Start Point 56.0 sec

End Point 57.6 sec

(4)
Start Point 63.8 sec

End Point 66.0 sec

(5)
Start Point 74.2 sec

(2)

Start Point 75.3 secEnd Point 76.0 sec

(6)
Start Point 83.2 sec

End Point 85.6 sec

End Point 97.1 sec
(7)

Start Point 86.2 sec

End Point 87.3 sec

(8)
Start Point 91.2 sec

End Point 92.0 sec

Energy [kWh]

Powering Energy 10.47 8.75

Regenerated 
Energy 0.46 0.26

Consumed 
Energy 10.01 8.49

Saving Effect ※ 10.01-8.49=1.52 [kWh, △15.2%]
※ The energy is calculated in simulation. 

부족하여 정위치정차를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부분적

인 역행과 제동제어를 추가, 시뮬레이션 수행함으로서 주행시

간 및 정위치정차에 필요한 운행거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선로특성에 따라 역간 운행시간과 

거리 및 속도제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타행시작

점과 종료시점을 찾아내어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4)하고 

운행패턴을 단순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은 상기 구간을 ATO 모드로 운행하였을 때와 운

행패턴을 단순화하고 타행제어를 고려한 MCS 모드의 시뮬

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동차의 운행시간은 115 sec로 ATO 모드와 같았으나 

60 km/h까지 가속하여 탄력에 의한 운동에너지와 +13‰ 상

구배 구간을 활용한 타행제어로 운행속도를 서서히 낮추며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후, 다시 11.3 sec 동안의 P1 역
행제어 및 -3‰ 하구배 구간을 활용한 타행제어를 21.8 sec 
수행하고 제동제어로 전환함으로써 3단계 속도제한 범위 내

에서 운행패턴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을 15.2% 
절감할 수 있었다. 

3.2.5. 슬립현상의 최소화 (모델 5)
모델 (5)는 전동차가 15.86 ton의 승객을 태우고 탄방-시

청역 하선(748 m)구간을 표준운행시간 75 sec와 속도제한

조건 50-65 km/h 내에서 ATO 모드로 운행한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이 구간은 계속적인 하구배와 R=300의 

급곡선 구간이 존재하며 속도제한이 2가지 계단형태로 설

정된 선로특성을 가지고 있다.
TDIC에 기록된 전동차 ATO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역 출발 후 최대 가속력으로 1차 속도제한(50 km/h) 범위

까지 계속 추진했으나, 차륜과 레일의 마찰력보다 구동력이 
커서 차량속도보다 차륜 회전속도가 빠른 슬립현상이 출발 
후 발생, 인버터의 출력감소 제어가 일정시간 실행5)됨으

로서 운행시간이 표준운행시간보다 3 sec 늦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전동차 운행에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VVVF 인버

터의 출력감소 제어가 실행되면 ATO 장치가 최대 견인력

을 요구해도 실제 견인력이 30% 이상 낮게 발생되므로 1차 
속도제한(50 km/h)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졌으며, 2차 

속도제한(65 km/h) 내에서 계속 추진한 후 짧은 시간동안

Fig. 13. Real running curve at ATO mode.
(Tanbang →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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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imulated velocity profile considering minimization of slip 
phenomena.
(Tanbang → City Hall)

Table 7. Comparison of running patterns.

Classification
Results of Operation & Simulation

ATO Mode Simulation Results

Running Time 75 sec 75 sec

Max. Speed 59.0 km/h 59.3 km/h

Coasting
Control 

Start Point 45.2 sec 24.3 sec

End Point 50.2 sec 41.4 sec

Energy 
[kWh]

Powering Energy 7.41 5.98

Regenerated Energy 1.08 0.94

Consumed Energy 6.33 5.04

Saving Effect  ※ 6.33 - 5.04 = 1.29 [kwh, △20.4%]
※ The energy is calculated in simulation.

타행제어로 59 km/h를 유지하다 서서히 제동력을 발생시

켜 갑작스런 흔들림을 방지하며 정위치정차를 위한 제동

제어로 전환하여 정지하였다.
ATO 모드에서 곡선 및 상, 하구배 등의 선로조건 및 표

준운행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운행시간 지연에 

영향을 주는 슬립현상이 발생됨으로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

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Fig. 14는 동일한 승객하중조건으로 탄방-시청역 하선

구간의 곡선 및 상, 하구배 등 선로조건을 고려하여 슬립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출발제어 가속도 패턴을 낮추고 

MCS 운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동

차의 운행시간은 75 sec로 ATO 모드와 같았으나 슬립현

상이 발생되지 않는 출발패턴으로 59.3 km/h까지 가속하

여 탄력에 의한 운동에너지와 -8 ‰ 하구배 구간을 활용

한 타행제어로 운행속도 59 km/h를 유지하며 에너지 사용

량을 최소화한 후, 제동제어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량을 20.4% 절감할 수 있었다.
Table 7은 상기 구간을 ATO 모드로 운행하였을 때와 

슬립 및 타행제어를 고려한 MCS 모드의 시뮬레이션 결과

를 비교하였다.
모델 (5)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슬립현상이 잘 발생되는 

특정 구간의 경우, 최대 가속력 내에서 슬립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어패턴으로 출발하는 것이 타행제어를 최대

로 활용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에 효

율적임을 증명하였다.

4. 결 론

금번 연구는 다양한 조건으로 전동차 주행에너지 소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ATO 시스템 전동차의 운행 안

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행에너지의 사용효율을 최적

화할 수 있는 ECO 운행패턴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
재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 ATO 운행패턴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5가지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도출

한 운행패턴은 승객과 기계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비상

제동 체결을 최소화하며, 급격한 가․감속의 금지, 타행 및 
정속주행으로 안전한 운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주행에

너지를 약 15% 절감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ECO 
운행패턴으로서 ATO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운

영에 사용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1) 열차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속도제한조건을 만족하면

서 곡선반경 및 상, 하 구배 등의 선로조건을 충분히 활용하

면 역행 또는 제동제어를 수행하지 않고도 부분적인 가․감

속 제어가 가능하여 주행에너지의 소비가 없는 타행운행 시

간을 최대한 길게 함으로써 현행 ATO 운행패턴보다 주행

에너지를 약 10.2% 이상 절감할 수 있다.
2) 열차운행다이아를 계획할 때 고려된 +2%~+4%의 여

유운전시분을 안전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활용

한 표준운전시분 내에서의 전동차 운행은 표정속도에 영향

을 주지 않고도 현행 ATO 운행패턴보다 약 0.8%~3%의 주

행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선로조건 및 계절별 습도 등에 따라 슬립현상이 빈번

하게 발생되는 구간에서 슬립현상을 방지하지 위하여 출발 
또는 역행 시의 가속도 패턴을 3.0 km/h/s보다 낮춰 운행하

면 정상제어 때보다 타행운행시간은 짧아지지만, 슬립현상

으로 인한 VVVF 인버터의 출력감소로 정상속도까지의 가

속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보다 주행에너지 사용량이 약 
20.4% 절감됨을 확인하였다.

4) 급곡선 구간과 속도제한조건이 복잡한 형태의 구간

에서도 선로특성에 따라 역간 운행시간, 거리 및 속도제

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타행시작점과 종료시점

을 찾아내어 빈번한 역행 또는 제동제어를 수행하지 않고도 
가․감속 제어가 가능하여 현행 ATO 운행패턴보다 약 15.2~ 
23.9%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운행패턴을 단순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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