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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system, a recent train control system, is a wireless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system that is operated in the moving block system control by tracking trains 

in real time. In additioin, the system helps to increase the volume of traffic by shortening driving headways through 

controlling moving block system control. Furthermore, driverless modes are performed by controlling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ATO(Automatic Train Operation).

In this paper, controllable elements in ATO driverless train control system, affecting comfortable ride, will be 

analysed and applied to CBTC train control system that developed by POSCO ICT. Finally, the test results of 

improved comfortable ride will be showed by appling the developed system to the Gyeong-san light rail transit 

test track 

1. 서론

최근의 열차제어시스템중 하나인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시스템은 무선통신을 기

반으로 한 열차 제어 시스템으로 열차의 실시간 추적을 통해 이동 폐색(Moving block) 제어를 구현하

고, 이동 폐색 제어를 통해 운전 시격을 단축하여 승객의 수송량을 증대 한다. 또한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제어를 통해 무인 운전을 구현 한다.

승차감은 열차가 주행 중 승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사람이 진동하는 장치에 탑승하여 진동에 노출될 때 진동이 신체로 전달되어 불쾌감을 느끼며 지나친 

진동이 신체에 누적되면 피로감으로 신체능력이 떨어진다. 차량에서의 진동 승차감은 여러 차량 요소들

과 관련 되어져 있다. 차량 주행 중에는 차체와 노면 사이에서 발생되는 진동, 추진장치에 의한 진동, 

주행저항, 횡풍 등의 다양한 힘들에 의해 차체가 진동하여 불쾌감을 초래 한다.

본 논문은 ATO 무인운전시 열차제어시스템에서 제어 가능한 승객의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

어요소를 검토하고, CBTC 열차제어시스템의 주요 요소의 조정을 통한 KRRI 경전철시험선 차량의 승차감 

향상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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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ATO 무인운전의 개요

KRRI 경전철시험선 차량의 운전모드에는  ATO 무인운전(Driverless), ATO 유인운전(Auto), 수동운전

(MTO), 기지운전(YARD), 비상운전(Emergency) 모드가 있으며, ATO 무인운전은 ATP 제한속도 아래에서 

역간을 무인 자동 운전한다. CBTC 차상 열차제어시스템은 역 출발위치에 설치된 P0 지상자(정위치정차

용)로부터 출발허가/지령을 수신하면, 차량을 출발 시켜 가속해서 목표속도 까지 접근시키고, 주행 중

에는 가속(Powering), 타행(Neutral), 제동(Braking)의 반복 제어로 목표속도에 추종 하면서 주행 한

다. 다음역(도착역)에 접근해서 도착역 280m 전방에 위치한 지점정보 지상자(Transponder) P1과 CBTC 

차상 열차제어시스템의 차상자(Transponder)가 결합하여 P1의 정보를 수신하면 역 정지목표지점에 정지 

할 수 있는 정위치정차용 패턴을 작성해서 정위치정차용 패턴에 추종하는 제어에 의해 정지점위치에 차

량을 정차 시킨다. 차량이 정지점위치에 정위치 정차하면 차량문(스크린도어 포함)을 자동으로 연다.

그림 1. ATO 주행 곡선

2.1.1 가속제어

열차는 출발역에서 출발조건이 성립해서 ATO로 부터 출발지령을 수신하면 그림 1의 가속제어 구간처

럼 가속 최대 Notch로 목표속도까지 가속한다. 목표속도 부근에서는 Overshoot를 막기 위해 목표속도에 

도달할 때의 가속도가 0이 되도록 Notch를 제어 한다. 

2.1.2 정속제어

열차속도가 그림 1의 정속제어 구간처럼 목표속도에 추종하기 위해 목표속도로부터 일정이상 떨어지

면 Notch를 변경해서 열차속도를 목표속도가 되도록 제어한다. 이때 목표속도에서는 가속도가 0이 되도

록 Notch를 제어 한다.

2.1.3 타행제어, 감속제어

열차가 주행 중 도착역 280m 전방에 위치한 지점정보 지상자 P1을 인식하면 그림 1처럼 P1 지상자 지

점부터 정위치정자 패턴을 작성해서 패턴에 따른 감속을 하기 위해 타행제어, 감속제어를 행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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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행 속도와 감속도로부터 패턴에 따른 감속을 위해 적합한 Notch를 선택하기 위한 Brake Notch를 

제어 한다.

2.2 KRRI 경전철시험선 시험선의 노선 및 차량 사양

2.2.1 노선사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에 위치한 KRRI 경전철시험선 노선사양은 다음과 같다

▪ 노선길이

 ․ 본선길이 : 1.870m

 ․  측선길이 : 387.5m

 ․  대피선길이 : 120.92m

▪ 역사수 : 4개(간이역 3개, 사령실역 1개)

▪ 최급구배

 ․  본선 : 5‰, 측선 : 58‰

▪ 최소곡선반경

 ․  본선 : 400m, 측선,대피선 : 40m

그림 2. KRRI 경전철시험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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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차량사양

KRRI 경전철시험선의 차량은 2량 1편성의 고무타이어타입 경전철 차량 이며, 차량사양은 도표 1과 같

다.

도표 1. 차량사양

구분 내용

차량전반

 2량 1편성(MC + MC) Rubber Tire

 제3궤조에 의해 집전(DC 750V)

 VVVF 제어

역행제어(Powering)  4단(1단 당 0.875km/h/s)

제동제어(Braking)
 7단(1단 당 0.5km/h/s) + 비상 브레이크(4.5km/h/s) 

 공주시간 1.5sec

운전모드  5종류(ATO 무인, ATO 유인, ATC 수동, 기지(YARD), 비상

       

2.3 ATO 무인운전 승차감 제어

열차운전은 기관사에 의한 유인운전과 열차제어시스템에 의한 무인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기관사에 

의한 운전은 선로환경에 따른 제한속도 내에서 열차 출발시, 정지시, 분기기 통과시, 곡선 통과시 및 

내리막길 등 선로환경 및 운전상황에 따라 그리고 차량특성에 맞게 기관사의 오랜 경험과 숙달된 기능

으로 운전패턴을 다르게 운전 할 수 있으므로 기관사의 경험과 운전능력은 승객의 승차감에 영향을 주

는 여러 요소 중 차량의 요소와 함께 중요한 요소이다.

무인운전은 열차제어시스템의 ATO 제어에 의한 운전으로 출발에서, 주행, 정지점 정지까지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된 선로데이터를 기반으로 ATO 주행패턴을 작성하면서 주행한다. ATO 주행은 제한속도 내에

서 목표속도에 추종하기 위해 가속, 타행, 감속을 반복하면서 주행 하므로 출발시의 제어, 주행 중 

Notch의 변화, 분기기 통과시 및 내리막/오르막 통과시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숙달된 기관사가 

운전 하는 정도의 승차감을 얻을 수 있다. 

열차출발시의 제어, 정속주행시의 제어, 내리막길 제어 및 분기기 통과시의 제어 등의 주요 요소가   

무인운전시의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아래에 기술한 내용과 같이 차량의 특성에 맞는 조정을 통

해 승차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3.1 열차출발시의 제어

정차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1초 간격으로 가속 Notch를 N(중립)->P1(0.875) 

->P2(1.750)->P3(2.625)->P4(3.50)로 일단씩 Notch를 크게 하는 제어를 하였지만 그림 3에서 처럼 가속 

Notch P3까지 차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차량의 최대 가속 Notch P4에서 3.5km/h/s의 가속도로 차량

이 급출발 하였다. 원인은 실제차량이 제어지연으로 1초 간격으로 Notch 전환시 P1, P2, P3 에서는 제

어가 되지 않다가 3초 이상 지속 되는 시점의 P4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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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4로 급발진 그림 4. P1으로 Smooth 하게 출발

차량의 제어지연을 고려하여 가속 Notch P1, Notch 지속시간을 5초로 늘려 차량을 출발 시켰을 때 그

림 4처럼 P1 지속시간 2초 정도에서 차량의 최저 가속 Notch P1 0.875 가속도로 Smooth 하게 출발함을 

알 수 있었다. 

2.3.2 정속주행시의 제어

ATO 무인운전 주행은 출발시 목표속도에 도달하기 까지 가속해서 목표속도에 도달하면 목표속도에 추

종하면서 주행 하는 정속주행을 하고, 정속주행 중 주행 저항등 여러 저항으로 속도가 떨어지면 재가속

하여 목표속도에 추종하기를 반복 한다(N -> P -> B 또는 N ->P). 

정속주행에서 목표속도 패턴추종의 최저값을 초기에 -1.5km/h로 주행 하였을 때 그림 5처럼 역간 정

속주행에서 ATO 패턴에 따르게 하기 위해 Notch 절환 횟수가 너무 많아 차체가 전후로 흔들리는 듯한 

상태로 되어서 승차감이 안 좋았다.

그림 5. 패턴추종 최저값 -1.5km/h 그림 6. 패턴추종 최저값 -2.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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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추종의 최저값을 목표속도 -1.5km/h에서 -2.5km/h로 넓혀서 주행한 결과 그림 6 처럼 Notch 절환 

횟수가 줄고 차량의 전후 흔들림이 없어져 승차감이 향상 되었다.

정속주행에서 패턴추종의 최저값을 목표속도의 적정한 값으로 제어하는 가는 노선의 선형과 차량의 

특성등을 기반으로 승차감 뿐만 아니라 운전시격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목표속도의 최저값

은 많은 시험과 분석을 통해 승차감과 운전시격이 최대로 되는 값으로 설정 하여야 한다. 

2.3.3 내리막길 제어

KRRI 경전철시험선은 D역에서 B역까지는 내리막길로서 차량이 D역을 출발하여 20m 정도 이동 하면 5

8‰ 정도의 급경사로 진입하는데 열차제어시스템은 급경사에서 목표속도를 넘지 않게 제어하기 위해 그

림 7 처럼 초기에 높은 제동 Notch B7(-3.5km/h/s)를 선택하므로 제동이 강하기 때문에 주행속도가 낮

아 속도를 올리기 위해 낮은 제동 Notch B3(-1.5km/h/s)를 선택하므로 속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강한 

Brake와 약한 Brake를 반복하는 제어를 급경사를 다 내려가기 까지 제어하므로 전후로 강한 흔들림으로 

승차감이 나빴다.

     그림 7. B7 ~ B3 제어반복       그림 8. B3 제어 지속

위와 같이 급경사에서 강제제동과 약한 제동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에 목표속도를 잠깐 초

과해도 초기 선택하는 제동 Notch를 계산값보다 1단 약하게 하고 Notch 절환 시간을 늘림에 따라 감속

도의 변화가 작게 되어 전후로 차량이 흔들리는 것이 없어져 승차감이 향상 되었다.

2.3.4 분기기 건널 때의 제어

KRRI 경전철시험선에는 3구간의 분기기가 있다. 분기기 구간은 제한속도가 20km/h 로 분기기를 지날때

에 그림 9처럼 N->P1으로 제어 하지만 차량의 지연에 의해 가속하지 않기 때문에 1초 후에 P2를 선택한

다. 이번은 차량이 P2에서 너무 가속해서 B1을 선택한다. 이것에 의해 N(중립),P(가속),B(제동)의 반복

제어로 승차감이 나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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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 P, B 반복제어 유 그림 10. N, P, B 반복제어 무 

차량의 제어지연을 고려해서 Notch 절환 시간을 늘렸다. 또 목표속도의 폭을 넓혔다. Notch절환 횟수

가 적어져 승차감이 향상 됐다.

3. 결론

본 연구는 ATO 무인운전시 열차제어시스템에서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제어요소를 검토하여 주요 제어

요소의 조정을 통해 승차감이 향상된 결과를 기술 하였다. 열차제어시스템에서 제어 가능한 요소는 출

발시의 제어, 정속주행시의 제어, 내리막길 제어 및 분기기 통과시의 제어 등이 주요 요소로 검토 되었

다.

- 열차출발시의 제어는 차량의 제어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한 가속 Notch 변화 패턴 구성 필요(차량의 

가속도, 감속도, 제어시간 등을 고려)

- 정속주행시의 제어는 목표속도의 패턴추종 최저값의 적정한 설정 필요 (너무 작으면- 승차감이 나

빠진다, 너무 크면 - 주행시간이 길어져 수송효율이 떨어진다)

- 급경사 내리막길 제어는 적정한 제동 Notch와 Notch 절환 시간이 필요(초기 너무 강한 제동 Notch 

설정시 차량의 속도가 너무 낮으므로 다음에는 너무 약한 제동 Notch 설정으로 차량의 속도가 상승해 

승차감이 나빠진다)

- 분기기 통과시 제어는 차량의 제어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한 가속 Notch 절환시간 설정 필요(분기기 

구간의 제한 속도가 낮아 타행운전 중 가속을 위해 가속 Notch P1을 설정하면 차량의 제어 지연으로 차

량이 가속되지 않아 다음에 P2 Notch 에서 급가속 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승차감이 나빠진다)

위와 같이 열차출발시의 차량의 제어지연 시간 고려 Notch 패턴 변화, 정속주행시의 목표속도의 패턴

추종 최저값의 적정값 설정,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일부 목표속도값을 초과 하더라도 한 단 낮은 제동 

Notch 선택 및 분기기 통과시 차량의 제어지연 시간 고려 Notch 절환시간 조정 등으로 차량의 승차감이 

향상 되었다. 

차량의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차량의 여러 요소와 노면 등 환경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

나 유인운전에서는 기관사의 경험과 숙련된 운전 실력으로 어느 정도 승차감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ATO 무인운전에서는 기관사의 경험과 숙련된 운전 실력을 활용 할 수 없으므로, 열차제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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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서 제어 가능한 여러 주요 요소를 검토하여 차량의 특성과 노면 등 환경에 적합한 제어로 승차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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