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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ider the dead man's switch installed in each and every locomotive cab, which support operational safety 

on railways around the world. The concept is very simple  every 150 to 180 seconds an illuminated push-button 

demands to be acknowledged so as to know that the Train Driver is alive and active. In the absence of a response 

over a period of minutes, the vigilance control will automatically apply the train brakes and bring the train to a 

stand. If we multiply the resetting of the vigilance control 60 times per hour by a 10-hour shift it equals 600 

presses of the button during the shift that a Train Driver must pay attention to and acknowledge.

This adds a fair bit of pressure on the train driver’s job, particularly when he/she is driving through stations, 

with passengers moving about on platforms in an environment of complex signaling arrangements  all the while 

looking out for restricting signals. From this perspective, the Vigilance System’s demand to be acknowledged every 

150/180 seconds is disturbing and can unnecessarily take a driver’s attention away from what is happening outside 

the confines of the cab. A much more dramatic situation can happen when a train driver is driving hour after hour 

at night when, by Mother’s Nature request - people need to sleep. Experience and research shows that the the dead 

man's switch can be pressed by train driver in a state of deep relaxation and ‘micro-sleep’. The vigilance control 

system which is applied to reduce the drive load considering bio-response multiple unit train is proposed. 

1. 서론

전 세계의 모든 열차에는 철도 운행 안전을 위한 설치되어 있는 감시 시스템의 원리는 매 120~150

초마다 버튼이 눌려져서 열차 기관사가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몇 분간 반

응이 없는 경우에는 감시 제어 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열차를 제동하여 정지시킨다.

우리나라에는 97년 경부선을 운행하는 디젤 기관차에 이 장치를 장착했는데 기관사의 졸음방지를 위

해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삐익-”하는 경보음이 발생하면 기관사가 자신의 운전석 발아래의 페달을 밟

아 자신이 졸고 있지 않음을 알리는 것이다. 현재는 사용이 정지되어 있는데 수백 가지의 기계를 작동

해야 하는 기관사에게 또 하나의 기계를 작동하는 부담만 안겨주는 장치일 뿐 1인승무제 도입을 위한 

장치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입된 전기기관차에는 열차 입/출력 제

어 유니트(Train Input/outpu control Unit)를 통하여 운전자의 조작 스위치를 감지하여 제어하며, 경부

고속전철 및 한국형 고속전철에서는 운전자 경계 장치(Vigilance Control Unit)를 설치하여 운행을 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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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주는데, 이는 특히 역을 통과하는 과

정에서 복잡한 신호 환경에 플랫폼의 승객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는 감시버튼에까지 신경 쓰는 것이 쉽

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감시 시스템이 매 120초마다 눌려져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오히

려 열차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기관사의 주의집중을 방해할 수도 있다. 더욱 극적인 상황은 기

관사가 장시간 야간 운행을 할 때 본능에 의한 졸음이 찾아올 때이다. 실제 국외의 경험과 연구에 의하

면 깊은 정신적 휴식 중이나 마이크로 수면 상태에서도 감시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국내 데드맨 스위치는 타행 즉 노치 N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설계로 제작 되어 있다.

단조롭고 잔잔한 소음과 부드러운 진동, 그리고 반복적인 시각적 효과 속에서, 마이크로 수면 또는 깊

은 수면은 열차 기관사에게 중대한 사고로 이어 질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감시시스템에서 벗어나 운전자

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해서 효과적인 기관사 운행 감시 장치 연구가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2. 본론

2.1 국내 전동차 제어 방법

현재 국내 전동차는 차량 제어감시 장치(TCMS)의 설치 및 신호보안 장치(ATC)의 발달로 무인 운전

차량으로 교체되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에는 운전자의 주기적인 동작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은 없고, 단순히 마스터 콘트롤러와 연결된 스위치를 운전자가 계속 누르고 있는지를 

TCMS가 감시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주기적인 조작이 아니라 연속적으로만 조작하여도 정상으로 인

식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만약 TCMS차량의 경우는 운전자가 스위치를 계속 누르지 

않으면 3초 후에 10초동안 경고음을 발생하고, 미조치 시에는 바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도록 설계되어 있

다. TGIS(Train General Information System) 차량의 경우는 운전자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 순간부터 

경고음이 발생을 한다. 이는 운행구간이 짧고, 무인운전으로 인한 신호보안장치(ATC)의 설치로 운전자 

경계 장치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2.2 국내 통근형 디젤동차(CDC) 제어 방법

국내에 운행되고 있는 도시통근형 디젤 동차(CDC)의 경우는 운전대에 센서용 스위치 및 운전대

밑에 페달 스위치가 설치되어 운전자 경계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1 회로도로 설명

되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운전자가 페달 스위치(foot switch)나 센서용 스위치를 계속 누르거

나 누르지 않을 때 운전자에게 알람을 한다. 경고 알람 5초안 에도 운전자 경계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

으면 자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그림 2 CDC 운전자 감시장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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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전기기관차 제어 방법

1998년 이후 납품되어 운행되고 있는 EL8100대 및 KNR8200대 전기 기관차의 경우는 유럽에서 운

행되고 있는 차량의 제어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독일의 지멘스와 기술 제휴하여 제작한 차량이다. 마스

터 콘트롤러(Master Controller), 페달 스위치 혹은 운전대에 있는 운전자 누름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를 계속 누를시 와 누르지 않을 시로 분리하여 비상제동 체결 시간을 별도로 제어한다. 

이는 전동차에서 마스터 콘트롤러에 있는 운전자 경계 스위치를 계속 누를 때를 운전하는 것으로 인식

하는 것과 달리 무인운전을 할 수 없고, 역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을 좀더 세밀하

게 확인하여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고자 차량 입/출력 제어 유니트는 운전자의 스위치조작상태를 확인하

여 스위치를 2분 이상 동안 계속 누르거나, 누르지 않을 때에도 5초간 경고음 발생을 하고 경고기간동

안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상제동을 체결하도록 신호를 출력한다.

그림 3 전기기관차 운전자 감시장치 회로도

2.4 경부고속철도 제어방법

고속열차은 캡 규비클(cab cubicle)내에 설치된 Vigilance Control Unit(VACMA)가 있어서 주기적으

로 관련 스위치 신호가 없으면 운전대에 설치된 알람(Alarm)장치를 통하여 경보를 발생시키고,

일정 시간 동안 운전사가 관련 스위치를 재 취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상제동을 체결시킨다. 이러

한 제어는 3km/h이하 시, 전/후진기 OFF시 세척기 통과모드 운행 시에는 제외되며, 필요시 차단 스위

치에 의해서 Vigilance 제어 기능을 차단시킬 수 있다. 단 제어기능 차단 시는 별도의 장치와 연계되어 

차량 속도를 30km/h로 제한시킨다. 제어 스위치는 마스터 컨트롤러 옆에 터치 스위치, 운전대 양쪽에 

Push Button S/W, 하부에 페달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 조건으로는 이들 스위치 중 어느 하나를 

운행 중 2.5초 이내로 주기적인 조작을 해야 하며, 이러한 주기적인 동작을 운전사가 하지 않으면 2.5

초간 경보부져가 울리고, 이시간 내에도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또한 

2.5초 이상 스위치를 조작하면 스위치 조작 시부터 55초내에 스위치를 재 취급하면 된다. 만약 55초내

에 스위치를 재 조작하지 않으면 5초간 경보벨이 울리고 이시간내에 혼 제어 스위치나, ATS 알람 인지 

스위치를 취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비상제동이 자동으로 체결된다. 비상제동으로 열차 속도가 3km/h이

하로 된후 30초 이내에 Vigilance alarm cancel 스위치를 추급하지 않으면 운전사 사고 신호정보가 무

선 데이터 장치를 통하여 사령실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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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속철도 운전자 감시장치 회로도

2.5 생체 신호를 이용한 제어방법

수 년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뇌에서 몸에 해지는 신경계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신호들은 일어나거나, 팔을 움직이거나, 눕거나, 나아가 수면니아 스트 스에 

한 신호를 취득 하고 분별할 수 있다. 숙련된 거짓말 탐지기 기술자들은 몸에 부착된 정 한 

센서를 통해 감지되는 신경계 신호를 분석하여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뇌로부터 보내지는 ‘수면’ 신호를 감지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사 경계 장치를 신 할 수 있는 생체신호를 이용한 경제 장치의 구

을 목 으로 하고 있고 그 이 에 우리는 생체 신호  최상의 시나리오로 용 될 수 있는 

생체 신호를 선택하기 한 실차 시험을 철도 공사 조로 충북선에서 진행 에 있다.

그림 5 기관사 인지능력 평가 실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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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량

1 심전도(ECG) 2채널

2 피부전기반응(EDA) 2채널

3 근전도(EMG) 2채널

4 뇌파(EEG) 4EA

5 EOG(ElectroOculoGraphy) 1EA

6 데이터수집장비(MP 150WSW) 1EA

7 SKT 1EA

8 노트북 1EA

표 2 측정 장치 목록 

그림 6 누리로 측정 시험 및 장치

제천역 충주역 음성역
청주

공항
오송역 천안역

9:00 09:29

09:48 10:14 10:32 10:59

점심

및 

휴식

 21:00 20:33 20:15 19:49 19:31 19:06

표 3 실험 스케줄

3. 결론

동차  고속 철의 경우는 일인 운  개념이기 때문에 승무원의 상태가 차량 안  운행

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에 일본 신칸선이 정차역 진입 과정에서 기 사가 졸

음운 으로 지정된 정 치 보다 약 100m 앞에 비상 제동에 의해서 정차하는 사건이 발생하

다. 이와 같은 사고는 운 자 경계장치의 요성을 다시한번 인식시키고 있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운 자 경계 장치의 기능은 아래와 같이 최 한 연계하여 운 자 경계 

169



장치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정이다..

- 마스터 콘트롤러의 Notch를 조작 할 때를 운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

- 혼 버를 조작할 때를 운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

- 제동 버를 조작할 때를 운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

- 페달 스 치를 조작할 때를 운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

- 데스크의 름 버튼 스 치를 조작할 때를 운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

운 자 경계장치에 따른 운 에 부담을 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체침투가 없는 착용형태이며, 안 장치가 되어있는 감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열차 기

사들이 감시버튼을 한 번도 르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 되며 마이크로컴퓨터가 기 사의 뇌 

신호를 분석하여 졸림 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시버튼이 동작하지 않는다. 이는 기 사가 자

신이 처한 상황에 좀더 집 할 수 있게 해주고, 한 졸거나 가수면 상태로 빠지는 확률을 거

의 0으로 만든다.

운 석 콘솔의 작은 LED 바가 기 사의 뇌 활동 벨을 시각 으로 나타내고, LED 벨이 

낮아지면 기 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서 졸음을 쫓아 다시 활동  상태로 돌아간다. 활동 

정도가 최하로 나타나면, 빨간색 LED가 켜지며 경고음이 재생된다.

생체신호용 경계장치와 기 사 사이에서 시각 인 LED 표시기를 사용함으로써 기 사의 

자기통제  피로도 추정에 요한 역할을 할 정이다.

실험 시험은 10월말에 차 시험을 끝낼 정이여 재까지 취득한 데이터의 분석으로 

EDA를 이용한 방식이 용성과 착용성에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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