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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ently, The Regular Block System(Automatic, Interlocking block system) is usually used during the operation of 
block section. However, In case that the regular block system fail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fixed signals and block 
equipment or in case of the unexpected emergency which should drive on the single line due to the accidents 
in the double line section or the repair work of the single line, the Substitute Block System to use the driving 
permission license(mapping ticket and paper) is used. In case of the operation of the opposite line and the temporary one 
line, the safety gets worse and the SBS may cause the fatal accidents such as a head-on & a rear-end collision. Also, 
the unmanned railroad stations has recently increased owing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tations, for it is 
difficult to execute the SBS in their absence. As a result, the increase of the operation time made the train delayed.  
 Being on the rise of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of the SBS on one line 
which is lacking stability and safety and on the sections combined between maned and unmaned railroad stations. And 
we proposed the suitable method in KORAIL referring to the examples of European & Japan railways lately
 According to the passing of the high tech time, If the new SBS equipped with stability and safety is executed, it 
will contribute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trains and the satisfaction of KORAIL customers in the future.

1. 서 론

현재 열차가 통상적으로 폐색구간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상용폐색방식(자동, 연동폐색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용폐색
방식 사용 중 상치신호기 및 폐색장치 고장 또는 복선운전구간에서 사고나 한쪽 선로의 공사 등으로 인해 다른 한쪽 선로만 사용
하여 단선운전을 하게 되는 이례상황 시에는 운전허가증(지도표와 지도권 등)을 이용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용
폐색방식 시행 시 안전성이 매우 취약해져 충돌 및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역 운영 효율화 등
으로 무인역이 증가하여 운전취급자의 부재로 인해 대용폐색방식 시행 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전취급시간의 증가로 열차
지연이 가중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본 연구에서는 대용폐색방식 시행 시 안전도 및 보안도가 떨어지는 단선운전구간과 제어역과 
피제어역을 합병한 구간의 대용폐색방식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유럽 및 일본철도의 대용폐색방식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철도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첨단화 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안전성과 보완성을 갖춘 새로운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한다면 열차운용 효율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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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대용폐색방식 시행 시 문제점 분석
 운전취급규정 제94조(폐색방식의 시행 및 종류)에 따라 열차를 통상적으로 폐색구간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상용(常用)폐색방식(자동, 연동폐색식)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상용폐색방식 사용 중 상치신호기 및 폐색장치 
고장 또는 복선운전구간에서 사고나 한쪽 선로의 공사 등으로 인해 다른 한쪽 선로만 사용하는 이례적 상황 
시에는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식을,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통신식 및 지도식을 사용하고 있다. 
 역장은 상용폐색방식 시행 중 대용폐색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관게사에게 통보
하고 승인을 받아 그 구간을 운전할 열차의 기관사에게 ①시행구간 ②시행방식 ③시행사유 등의 사항을 
통고한다.
 또한, 대용폐색방식 시행 전 폐색구간의 경계가 되는 한쪽 또는 양쪽의 정거장이 운전취급생략역인 경우에 
운전취급생략역을 기준으로 최근 양쪽 운전취급역간을 1폐색구간으로 합병하여 1개 열차만을 운행하여야 
한다. 폐색협의 및 취급은 운전취급생략역을 제어하는 운전취급역장간 및 관제사간에 협의하여 시행하고, 
운전허가증은 양쪽 운전취급역장간에 협의하여 열차를 진입시키는 역장이 발행하고, 기관사에게 교부
한다. 이 경우에는 운전취급세칙 제58조(폐색구간의 합병 시 조치)에 따른다.

그림 1. 대용폐색방식 시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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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대용폐색방식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분석

관계자 대용폐색방식의 문제점 애로사항

관제사

 - 대용폐색방식 시행 시 승인 위규
 - 3개 이상의 무인역을 합병했을 경우 
    역 사이에 있는 열차들 운전정리
    혼선

 
- 비CTC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 시행절차 
   확인불가
 - 여름(호우,낙뢰)과 겨울(폭설,설빙)에
   선로전환기, 신호 및 궤도장애 확인 불가
 - 대용폐색방식 시행 시 무인역과 무인역 
   사이에 열차가 있는 경우 운전정리 혼돈

시행역장

 
 - 운전취급담당자의 운전허가증 위규 
    또는 착오발생
 - 무인역 합병 시 안전확보 미흡으로 
    안전도 취약
 - 폐색취급 및 개통취급 소홀로 
    동일한 폐색구간에 2개 이상의 
    열차를 운행시킬 위험
 - 관제사의 잘못된 지시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없음(지시가 
    규정보다 우선한다)

 - 단선운전의 경우 리스크가 가장 높음
 - 운전허가증 전달 및 수거과정에서 열차 
    운행 지연
 - 운전허가증 사용 등의 취약점(지도표 
    &지도권의 훼손 및 분실, 종이낭비)
 - 선로차단 및 작업공사로 인해 열차운행 
    시간에 지장 
 - 장시간 정상적이지 않는 대용폐색방식을 
    사용(불안전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 
    높음)

기관사

 - 시행역장과 기관사간의 무선통신 
    혼선 오류
   예) 정상운전과 대용폐색방법 
       시행 시 운전방법 인지 에러
 - 합병된 폐색구간을 운전 시 무의미한 
    신호기 무시방법 판단 에러
 - 출발 전 전방 최근 운전취급역 
   역장과 관제사 승인번호 및 운전 
   허가증 번호를 통보하는 등 운전 
   정보교환 소홀
 - 전방 주의운전이나 전도주시 철저 
   시행조치 미흡

 - 건널목 45km/h, 선로작업구간 서행 
    60km/h 확인을 위해 평균 90km/h이하
    운행으로 열차시간 지연
 - 운전허가증 주고 받는 시간, 입환표지, 
    선로전환기 쇄정, 사고 및 작업구간 확인 
    등으로 열차운행 지연
 - 무인역 통과시 합병된 폐색구간 인지 
    오류
 - VHF 무전기 혼선으로 지도통신식
   시행내용 파악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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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운전취급생략역(무인역)에서 장애발생시 흐름도

              그림 2. 운행 중 운전취급생략역의 장내신호기 장애 발생시
     

  

                그림 3. 운전취급생략역에서 대기 중 출발신호기 장애 발생시
     

          그림 4. 운전취급생략역 인접 운전취급(제어)역 출발신호기 장애 발생시
   

         그림 5. 전방 운전취급생략역 출발신호기 장애로 양쪽 제어역간 합병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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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해외 철도운영국 대용폐색방식 사례조사

2.2.1 영국
 □ 단선작업(Single-line working) : 
  복선구간에서 한쪽 선로를 유지보수하거나 파손 혹은 장애로 인해 한쪽 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된다.
 ① 양방향 신호기
 양방향 운행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신호기가 설치된 선로는 어떤 특별한 대책 없이 단선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양방향 신호장치는 이미 단선구간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열차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3현시 구간 양방향 신호기 
 그러나, 어느 궤도구간이 정상적으로 양방향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면, 이때는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아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단선구간에서 최악의 안전사고는 서로 반대방향
으로 오는 두 개 열차 간 충돌과 같은 방향으로 두 개의 열차추돌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최초 열차는 정지시킨 후 정상신호시스템이 동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추돌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운영
시스템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② Radio Electronic Token Block(무선전자통표폐색)
 전자시스템의 발전이 전자토큰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열차는 하나의 중앙제어소에서 전 
열차 운행을 제어함으로써 단선구간에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 모든 열차는 토큰을 대표
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는 특별한 전자유닛을 휴대한다. 이 시스템은 중앙센터
가 유닛이 되돌아올 때까지 어느 특별한 구간에 하나의 토큰만 발급하도록 제작되었다. 이 
시스템은 추가적 신호원 없이 운영되도록 전체선로에 허용되어있다. 이 시스템은 주요사고 없이 
운영되었다.  

     

             그림 7. 서부 고산지대 선상에 있는 Rannoch 철도역사의 RETB
                    (빨간색 마킹-무선토큰구간의 시작, 파란불은 TPWS(열차방호경고
                     시스템) 상황 지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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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In-cab singnalling system(차상신호신스템)
 RETB는 무선주파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철도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한 기술로 인식
되었다. 이후에 대용폐색방식으로 ERTMS(유럽철도경영시스템)의 새로운 차상 신호 시스템이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대용폐색방식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점진적으로 ERTMS(European 
Railway Traffic Management System;유럽철도교통관리시스템)의 유럽형 차상신호시스템
(European in-cab signalling system)으로 대체되었다. 

그림 8. Driver's 
Interface (DMI) 

 

                      그림 9. GSM-R cab Radio & GSM-R signaller 'Fixed Terminal'   
            

 2.2.2 유럽(독일, 프랑스 등)
 ① 유럽철도관리시스템의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프로젝트
 유럽의 차세대 열차 제어시스템으로 불리우는 ETCS는 유럽철도망에서의 국경없는 열차운행을 
위해 현재 유럽에 존재하는 약 15개의 상이한 신호시스템을 열차 운행 안전에 기본을 두고 통합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또한 현존하는 신호시스템의 성능에서 요구하는 기본 기술사양을 
표준화함으로써 관련 철도 산업체간에 이들 표준화한 기술사양을 공유함으로 통합된 철도 
신호시장 형성 목적을 부수적으로 동반한다. 그 결과, ETCS의 실현은 현재의 기술한계와 미래의 
가능한 기술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Level 1, Level 2, Level 3로 분류
하여 취급한다.
                              도표 2. ETCS Level 분류

Level 1 Level 2 Level 3
고정폐색 고정폐색 이동폐색

Ballise에 의한 
정보전송

Radio에 의한 
정보전송

Radio에 의한 
정보전송

궤도회로/차축계수기 궤도회로/차축계수기 X
지상 신호기 사용 지상 신호기 사용 또는 

비사용 X

       

그림 10. ETCS Level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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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TMS/ETCS의 효과
   열차운행의 안전확보 및 속도향상, 유지보수 인력 최소화
   선로용량증대 및 철도경쟁력 강화, 국경없는 열차 안전운행 가능
   신호시스템의 통합 및 관련 기술사양의 표준화
 ② GSM-R
 유럽에서 열차는 많은 나라의 국경을 넘어 운행되고 있다. 국경을 통과할 때 법적인, 정치
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 없이 운행이 된다면 운영비와 운행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방안 중의 하나가 통신의 표준화였다. 그리고 통신의 표준화는 각 
나라마다 분할된 시장을 유럽전체에 통용되는 하나의 통신시장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유럽 철도 운영처들은 유럽에서 이미 개인 휴대통신에서 표준사양으로 채택된 GSM을 
바탕으로 하여 철도에 고유한 여러 기능을 가능케 하는 GSM-R이라는 철도용 이동통신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1993년 UIC는 GSM에 기초한 시스템을 선택하고 876MHz∼880MH와 921MHz∼
925MHz(GSM-R band) 스펙트럼을 할당하였다. 
 전문분야에서의 무선통신에서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요구사항들의 몇 가지 예로는 VGCS(Voice 
Group Call Service), VBS(Voice Broadcast Call Service) , eMLPP(enhanced Multi Level 
Priority and Pre-emption)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열차와 열차 운영자들 간에 정보가 빨리 
교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VGCS와 VBS는 사용자들을 통화그룹으로 
나누고, eMLPP 서비스는 우선순위가 높은 메시지나 통화는(예로서, 열차의 제어나 안전에 
관계된 것) 우선순위가 낮은 사용자들에 의해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통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림 11. GSM-R Mobile phone(벨기에) & graphic GSM-R radio(독일) 
 
 그림 12은 GSM-R 네트워크의 여러 기능을 보여준다. 

 

그림 12. GSM-R Network

2.2.3 일본
  장비와 선로의 고장, 계획 공사 등으로 정상적인 폐색 방식을 사용할 수없는 경우, 상용 
폐색 방식의 대안으로 사용하는 폐색 방식으로서 통신식(通信式,) 지령식(指令式), 지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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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導式), 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 지도지령식(指導指令式)이 있다. 
 ① 지령식 -  복선 구간 중 CTC를 사용하는 구간 등으로 폐색 구간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열차 무선 장치 등의 통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운전 정리   
     담당자와 폐색 취급자가 실시한다. 통신식과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지도 지령식 - 단선 구간 또는 복선 구간에서 단선 운전을 하는 경우 CTC 등을 사용
    하는 구간에서 폐색 구간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열차 무선  
    장치 등의 통신 설비를 이용할 수 경우 운전 정리 담당자 및 폐색 취급자가 실시한다. 지도 통신식과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검지 식 - 신칸센 복선 구간, 정거장 간의 열차 또는 차량의 유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양쪽의 역장이 폐색 취급자가 되어 제어하는 방식 
 ④ 지도검지식 -  신칸센에서 사고 등에 의해 단선 운전을하는 구간 중,  
   정거장 간의 열차
    또는 차량의 유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와 1 폐색 구간 1 명의 지도자를  
    임명하여 양쪽의 역장이 폐색 취급자가 되어 제어하는 방식
 여기서, 통신식과 지도식, 지도통신식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이어서 
언급은 생략하였다.
                                                                    그림 13. 지도자

 일본에서도 유럽의 차상신호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ETCS와 같은 ATACS(Advanced 
Train 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이 있다.

그림 14. ATACS 시스템
1) 차륜회전속도에 의해 위치계산
2) 열차위치 무선전송
3) 전부 열차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지제한 구성, 후부 열차에 전송
4) 정지제한을 기준으로 패턴 구성, 후부 열차 운행

2.3 대용폐색방식 시행방법 개선방안
 기존 대용폐색방식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해외동향을 살펴본 후 국내실정에 맞게 
대용폐색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VHF(Very High Frequency)무전기를 활용한 지령식
 현재 고속철도에서는 대용폐색방식으로 단선 및 복선지령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철도에서도 상용폐색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용폐색방식에 의하며, 이 
경우 대용폐색방식 중에서 지령식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지령식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관제사가 대형 표시판(LDP;Large Display 
Panel)등을 통하여 ①열차의 유무와 ②신호현시 상태, ③선로전환기 개통상태 등의 안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관제사와 기관사간의 통신(열차무선전화 등)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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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LDP를 통한 안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제사 또한 열차의 안전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관사와의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운전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지령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기존선의 경우 복선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식을, 하나의 선로불통 등으로 단선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지도
통신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 3. 동일본과 KORAIL CTC율 비교

 기존선 대용폐색방식인 통신식과 지도통신식은 열차간의 안전 확보를 전적으로 정거장 운전
취급자의 주의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안전도가 취약하다. 그리하여 CTC(Centralized Train 
Control;열차집중제어장치)구간에서의 지령식과 같이 시스템의 일부기능 지원이 가능하면 정거장 
운전취급자간에도 열차간의 안전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우선, 단선운전구간의 단기대책을 제시하자면 현재 기관차에 고정되어 있는 VHF무전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도통신식에 사용하는 운전허가증인 지도표와 지도권 대용으로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고속선에서 
사용하는 대용폐색방식 운전명령서식을 작성하면 지도표, 지도권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5. VHF무선통신 흐름도

 

 용폐색방식 시행 차

 열차를 출발시키는 역장

 역장                       날짜 :    월    일   시각 :    시    분 

      □ 역장   ....................은(는)     □ 역장   ......................에게

      □ 역 에서 출발한 마지막 열차는 제.........열차이며............□ 역에

         .............시...........분에 도착하였는가?

 그리고 ..........□ 역에서 ...........□ 역으로 제........열차를 출발시킬 수 있는가?

해당 □에 √표시

 열차를 도착시키는 역장

 역장                      날짜 :    월    일   시각 :    시    분

     □ 역장  ...................은(는)      □ 역장  ...................에게

     □ 역 에 도착한 마지막 열차는 제...........열차이며

        ............시.............분에 도착 하였고,

   그리고...........□ 역에서 ...........□ 역으로 제.........열차를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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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에게 출발지시

기관사 숙지사항 :

역장                     날짜 :    월    일   시각 :    시    분

역장..................은(는) 제..............열차 기관사..................에게 

지도표 혹은 지도권 번호 제...........호로

 ..................에서  ..................까지

 □ 복선지령식

 □ 단선지령식

 시행을 지시함.

 ※ 상기 사항을 상호 복창한다.

해당 □에 √표시

 

그림 16. 대용폐색방식 운전명령 서식 

 ② TRS(Trunked Radio System)무전기를 활용한 지령식
 VHF무전방식은 단순 무전기에 의한 포인트-투-포인트(Point-to-Point) 방식의 통신방식
으로서 여러 가입자가 주파수를 동일하게 사용하므로 동시에 여러 가입자의 통화가 가능
하지만 단신방식에 의해 송화자는 한사람으로 제한된다. 또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적은 출력으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해 통화품질과 보안성, 편리성 
등에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인접지역과의 간섭 및 혼신에 의해 통화가 명료하지 못하며 데이터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TRS가 있다. 　
　이 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선진철도국과 같이 GSM-R기능을 하는 것이다. 주파수공용통신인 
TRS는 주파수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주파수를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이다. TRS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동통신에 비해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 주로 기업 등에서 업무용 무선통신시스템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 고속철도 1단계 
및 2단계구간에 TRS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TRS무전기를 활용한 지령식은 그림 19와 같이 
대용폐색방식 운전명령서식을 사용하는 것은 같고, 시스템에 GPS기능을 삽입한 무선통신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다. 관제사가 직접 GPS로 열차유무 및 위치파악을 하면서 열차기관사와 무선
통신에 근거해서 지도표, 지도권을 SMS으로 전송시키는 것이다. 이 방식이 열차를 지연시
키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초기 기지국 설치 및 단말기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TRS는 하나의 단말기로 이동전화는 물론 무선데이터, 양방향 
무선호출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TRS가 일반 공중통신망(PSTN)과 연결되면 이동전화의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 
 TRS의 주요 기능은 기본서비스 기능과 부가서비스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다. 
기본서비스 기능은 ①개별통화 ②그룹통화 ③브로드캐스트 통화 ④수신신호레벨 ⑤비상경보 
및 경고 ⑥통화형태 우선권 ⑦전화통화 ⑧단문 및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부가
서비스 기능으로는 ①우선순위호 ②후발진입 ③우선선점통화 ④통화참여 ⑤주변음 청취 ⑥
동적 그룹번호 할당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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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무전기

 

그림 17. GPS위성과 연계된 테트라 TRS 지령식 흐름도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든 철도종사원(관제사, 역장, 기관사)들과 함께 대용폐색방식을 시행과정
에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의견수렴을 통해 각각의 해결책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최근 해외
철도 운영국의 대용폐색방식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사례를 참고
하였다. 영국의 자료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분석해 온 결과 신호와 통신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유럽은 ERTMS의 ETCS와 GSM-R방식을 일본은 ATACS방식을 대용폐색방식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코레일이 현실적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방안인 VHF무전기와 TRS무전기를 
활용한 지령식을 대용폐색방식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RS방식은 고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자가망 통신시설이 필요한 철도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지국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자가망 TRS무선통신기술이다. 이러한 무선통신에 기반해서 역장과 기관사
간에 대용폐색방식 운전명령서식을 작성함으로 운전허가증 전달 및 수거과정 생략으로 열차운행 
지연을 방지하고, 무인역 증가에 따른 열차 및 역 운영효율화가 지속해 나감으로써 코레일 수익
증대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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