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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이송 서비스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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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RT(Personal Rapid Transit)는 유형 또는 무형의 전용궤도에서 자동으로 승객의 요구에 따라 출발지에서 목
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로 논스톱 운행하며, 높은 접근성과 프라이버시 보장 등 자가용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최근 새로운 미래교통시스템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RT 시스템의 연계 운행 효
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수직이송장치를 연동제어하는 PRT 운행제어시스템의 제어모듈 및 시뮬레이터의 설계 및 시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수직이송장치부의 PLC는 운영제어센터 또는 역제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Modbus 프로
토콜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원격제어시스템으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 동작하는 자동모드와 수직이송장치에 설치
된 센서검지 상태에 따라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수동모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실제 차량이 운행하는 환경에서 가상의 
차량운행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제 차량과 가상 차량을 혼합하여 운행할 수 있는 3D 그래픽 기반 PRT 운영제어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였다.

주제어 : PRT(Personal Rapid Transit), 논스톱 운행, 수직이송장치, 운영제어 시뮬레이터

Abstract  The  PRT(Personal Rapid Transit) in material or immaterial guided tracks is operated automatically 
according to the needs of passengers with the optimal non-stop path from the source to the destination. In 
recent years, the personal rapid transit (PRT) system, which affords superior accessibility and ease of use, has 
been spotlighted as a new transport system for the future. In this study, a method for vertical lifting of PRT 
vehicles was proposed to facilitate interlink with other means of transport and thereby improve the efficiency of 
door-to-door transport. For this purpose, operation control interfaces were designed and experiments were 
conducted.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 dedicated for the PRT vertical lift was designed to interface 
with Operation Control Center (OCC) by Modbus TCP over Ethernet. We implemented a 3D graphical PRT 
operation simulator which can emulate the mixing operation of the virtual vehicles and the actual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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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철도교통수단은 개인교통수단으로서 입지가 

확고한 자동차에 비해 근성이 떨어지고 주로 량수송

수단인 에서 야기되는 불편함으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

가 있고, 다양해진 수송수요의 처리와 친환경성, 경제성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미래지향 이고 첨

단화된 교통체계로의 환이 필요하다. 근성과 이

용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PRT (Personal Rapid 

Transit)시스템이 최근 새로운 미래교통시스템으로 재조

명받고 있다[1～3]. 

PRT는 총 연장거리가 1∼10㎞, 시간당ㆍ방향당 3,000

명 정도를 수송할 수 있으며, 다수의 소형차량이 승객의 

요구에 따른 스 에 따라 출발지에서 목 지까지 논스

톱으로 이동하며 타 경량 철시스템과 비하여 작고 슬

림한 구조물계획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PRT는 출발지에

서 도착지를 지정하면 해당 목 지까지의 최  경로로 

차량의 운행을 제어함으로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

체부자유자  노약자 등에게 환승 등이 없는 이동의 편

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4, 5]. 기존 

PRT시스템은 2차원 인 평면교통수단으로서 복합환승

센터와 같은 복잡한 구조에서는 수송에 한계가 따른다

[6]. 한국형 PRT 개발에서는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와 문

수송(door-to-door)의 효율성 증 를 목 으로 PRT 

차량의 수직이송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한 운행제어 인

터페이스 설계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인 PRT 시스템의 보다 효율 이고 안 한 운 제어방안

을 도출하기 하여, 차량의 운행상황을 직 으로 모

니터링하기 해 3D 그래픽 기반 시뮬 이터를 구 하

여 앙제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PRT 차량의 

움직임을 모사하고, 그 운행 상태정보를 시하는 기능

을 제공하도록 하 으며, 실제 차량이 운행하는 환경에

서 가상의 차량운행 시나리오를 용하여 실제 차량과 

가상 차량을 혼합하여 운행할 수 있는 3D 그래픽 기반 

PRT 운 제어 시뮬 이터를 구 하 다. 

수직이송장치와 차량-운행제어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를 고려한 연동 기능구  시험을 해 한국철도기술연구

원 내에 구축된 PRT 시험노선 상에 비연속 방식의 리

트형 수직이송장치를 설치하 다. 시험노선 용 PRT 

수직이송장치는 기능 동작확인을 한 시험용임을 고려

하여 기계구조는 최 한 간단하게 구 하 으며 수직이

송장치의 작동  차량 치와 련된 각종 센서 등은 시

스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설치하 다.  

[Fig. 1] Apparatus for vertical PRT transfer

2. 본론

2.1 PRT 운행제어시스템

PRT 운행제어시스템은 Fig. 2와 같이 운용 인 차량

과 무선 통신으로 실시간 연결되어 각 차량의 제어  상

태를 리하는 앙제어시스템과 각 지역/정류장을 심

으로 구성되어 차량의 배차 요청을 받아 앙제어시스템

의 승객 운행 스 링을 통해 승객의 요청에 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지역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

율  운 을 목 으로 하는 모의성능실험을 한 가상

실기반 3D 시뮬 이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차량 주행 

경로에 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로 리 모듈을 통해 

경로의 추가  수정을 할 수 있는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변경된 운행노선을 운행제어시스템에 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PR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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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AVD(Automatic Vehicle Drive) 장치는 다수

차량간의 안 운행기능을 담당하는 지상  차상 

AVP(Automatic Vehicle Protection) 장치를 통해 차량이 

무인으로 자동주행할 수 있도록 구 된다. 수직이송장치

의 제어기는 다수의 검지센서로 차량의 진입  정차여

부를 단하며, Ethernet 인터페이스로 역제어시스템과 

통신 링크를 구성한다.

[Fig. 3] Block diagram of PRT operation 
control

PRT 차량의 호출  배차 제어에 해 각 시스템간의 

로세스 개념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최  정류장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승객이 목 지를 선택하고 차량을 

배차 요청하게 되면, 지역제어시스템에서 해당 역사에 

기 인 차량이 있는 경우는 해당 차량을 바로 배차하

고 그 지 않은 경우는 상  시스템인 앙제어시스템으

로 차량 배차를 요청하게 된다. 

앙제어시스템에서는 승객운행 스 링을 통해 

한 차량배차  도착 정 시각정보를 지역제어시스템

을 통해 정류장의 키오스크 화면에 표시하여 승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후 차량이 정류장에 도착하고 

승객이 탑승한 후 목 지까지 주행제어를 하게 된다. 지

역제어시스템은 속된 차량제어시스템으로부터 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주행제어를 한 

동  속도 로 일 정보를 주기 으로 차량제어시스템

으로 달하게 된다. 한 차량의 치나 상태정보는 

앙제어시스템으로 계속 달하여 제센터에서 체 차

량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  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Fig. 4] Activity diagram of PRT operation 
control

2.2 PRT 중앙제어시스템

체 PRT 운 제어시스템은 java언어를 이용하여 구

되었으며, Fig. 5와 같이 크게 prt.common, prt.cos, 

prt.web의 3개의 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prt.common 

로젝트는 다른 로젝트에서 공통 으로 사용되는 패

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 로젝트에서 필요

한 클래스나 리소스 일들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prt.cos 로젝트는 운행제어시스템에 필요한 컴포 트

들과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prt.web 로젝트는 사용자 GUI에 련된 컴포 트  

Web Page 련 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Fig. 5] Program component of PRT oper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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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rt.common 로젝트의 주요 패키지  클래스

 ․ database : 데이터베이스 처리(조회/수정/삭제)를 

한 DAO(Data Access Object) 클래스와 

VO(Value Objec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클래스

들을 참조하여 데이터 조회나 갱신처리를 하는 

Service 클래스로 구성

 ․ layout : 차량, 가이드웨이, 시설물 등 시스템 내부

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자료구조 클래스들로 구성

 ․ network : 타 시스템과의 통신을 한 컴포 트들

로 구성

 ․ service : 배차요청  차량제어에 련된 클래스

들로 구성

 ․ utility : Data Caching, Code, Compress, logging, 

DateTime 등 다른 클래스에서 공통 으로 참조

되는 공용 클래스들로 구성

② prt.cos 로젝트의 주요 패키지  클래스

 ․ algorithm : Shortest path 련 알고리즘  차량

배차 련 스 링 알고리즘 클래스들로 구성

 ․ interfacer : 타 시스템(차량별 주행제어장치, 수직

이송장치, 3D Viewer, Web Server)의 실시간 데이

터 통신을 한 클래스들로 구성

 ․ manager : 노선상의 Path를 결정하는 Path 

Manager, 차량모니터링  제어를 한 Vehicle 

Manager, 배차요청  차량배정을 한 Service 

Manager 클래스들로 구성

 ․ navigation : Path Manager에서 최단 경로 산출을 

해 사용되는 클래스들로 구성

③ prt.web 로젝트의 주요 패키지  클래스

 ․ interfacer : prt.cos 로젝트와의 소켓통신을 

한 클래스들과 웹페이지와의 웹소켓 통신 처리를 

한 공용 클래스들로 구성

 ․ manager : 해당 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 자료

구조에 한 클래스들로 구성

 ․ web : interfacer 패키지에 있는 컴포 트들을 참

조하여 웹페이지와의 세부 메시지별 웹소켓 통신

처리 부분 구

 ․ webapp 폴더 : Web  Mobile 화면단의 각 페이

지별 GUI 소스  비즈니스 처리를 한 클래스들

로 구성

2.3 PRT 주행제어장치

PRT 차량은 주행경로 노면에 매설된 3cm 정도의 원

기둥 형태의 Spot 자석을 일련의 자기력 검지 센서들로 

구성된 Bar 형태의 마그네틱 센싱 룰러를 이용하여 재

의 치를 결정하며, 차량의 주행제어장치에 장되어 

있는 Spot 자석 치 DB 정보를 기반으로 사 에 결정된 

경로와 재 차량의 치를 비교하여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어한다[6]. 본 연구에서 개발된 PRT 주행제어 로그

램은 Microsoft사의 Visual Studio 2013을 이용하여 C++ 

언어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차량의 주행제어뿐만 아니라, 

운행제어시스템의 기능 동작 확인을 하여 선택된 정류

장까지 차량이 가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시뮬 이션 모

드도 구 하 다. 

[Fig. 6] PRT automatic driving control program

2.4 PRT 수직이송장치

기존 PRT 시스템이 평면교통수단이라는 으로 인해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복잡한 구조에서의 수송 한계를 지

니는 것을 극복하기 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인 한국형 PRT 시스템은 수직이송장치를 개발‧ 용

하여 소한 지역에서의 연계 운행 효율성을 극 화시킬 

수 있도록 구 에 있다[9]. 

PRT 수직이송장치의 동작모드는 운 제어센터로부

터 명령을 달받아 동작하는 자동모드와 수직이송장치

에 설치된 센서검지 상태에 따라 독립 으로 동작하는 

수동모드로 구성된다. PRT 차량 통행 트래픽이 높은 환

경에서 운 제어센터의 통제하에 PRT 차량 진입허가 등

을 고려하여 동작이 제어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모드

로 용된다. 그리고, PRT 차량 통행 트래픽이 낮은 환

경에서는 PRT 차량의 진입을 자체 으로 검지하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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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원 치로 복귀하는 수동모드로 용하여 시스템

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10].

차량의 리 트내 정 치 정차를 검지하기 한 차량 

정차확인 센서와 차량의 림 등의 거동을 검지하기 

한 /후측 검지센서   차량의 리 트 진출입을 확인하

기 한 검지 센서, 그리고 리 트의 기구 인 치 검출

을 센서가 Fig. 7과 같이 설치된다.

[Fig. 7] Vehicle detection sensor of PRT vertical lift
  

차량의 수직이송동작을 한 운 제어시스템과의 동

작 차 시 스 다이어그램은 다음 Fig. 8과 같다.

[Fig. 8] Sequence diagram of PRT vertical lift 
controller

수직이송제어기는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LS산

의 XG5000 로그램을 이용하여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로 구 되었다. 

 

[Fig. 9] PLC program for PRT vertical lift 
        controller

수직이송장치부의 PLC는 운 제어센터와의 인터페

이스를 해 Modbus 로토콜을 용하여 설계되었으

며, Modbus TCP 방식에 의해 Ethernet으로 운 제어센

터와 제어  상태 메시지를 송수신한다. 한, 무선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유지보수단말이 네트워크에 속이 가

능하도록 운 제어센터와의 인터페이스를 Modbus TCP

로 설계하여 유지보수성을 높 다.

2.5 3D PRT 운영제어 시뮬레이터

실험  운  환경에 한 사실감 있는 모사를 해 

재 개발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선로의 PRT 차

량 주행도로  주변경 에 하여 3D MAX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제작하 다. 

[Fig. 10] 3D modelling for PRT test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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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PRT 차량이 운행될 경우 PRT 차량의 실시간 

치 정보는 앙제어시스템으로 달되고 앙제어시스

템은 이 정보를 3차원 시각화 모듈로 달하여 3차원 시

각화 모듈은 이를 표 하게 된다. 이 때 달받게 되는 

치 정보는 이산 으로 발생된 정보로, 3차원 시각화 모

듈에서는 이 정보들을 사용하여 직선 보간 혹은 곡선 보

간을 통해 PRT 차량의 이동을 모사하게 된다.

PRT의 이동은 기본 으로 시작 치와 종료 치를 기

반으로 표 된다. 앙제어 시스템은 PRT가 움직인 

치, 이동속도 그리고 조향각 등을 달하게 되고 시작

치와 종료 치 사이의 움직임은 조향각과 이동속도를 감

안하여 보간한다.

3D 그래픽 기반 PRT 운 제어 시뮬 이터는 앙제

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PRT 차량의 움직임을 

모사하고, 그 운행 상태정보를 보여 다. PRT 차량운행

의 다양한 시 의 모니터링을 해서 3차원 시각화 모듈

은 차량의 3인칭 시 에서의 차량추 모드, 후방시  차

량추 모드, 차량내부시 의 차량추 모드, 그리고 평면

도상의 차량추 모드를 제공한다. 

[Fig. 11] PRT vehicle trace screen mode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과 무선 통신으로 실시간 연결되

어 각 차량의 제어  상태를 리하는 PRT 운행제어시

스템  효율  운 을 목 으로 하는 모의성능실험을 

한 가상 실기반 3D 시뮬 이터를 구 하 으며, 

PRT 차량의 수직이송을 한 리 트형 장치를 실물 크

기로 제작하여 재 개발 인 한국형 PRT 차량을 상

으로 운행제어 인터페이스 기능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

결과, 차량/수직이송장치/제어센터간 자동제어 인터페이

스 시험에서 차량의 진입, 정 치 정차 확인, 상승, 그리

고 차량이 리 트를 진출하고 운 제어시스템을 통해 최

종 퇴장완료 신호를 수직이송장치에 달하여 수직이송 

로세스가 정상 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T 수직이송장치의 동작모드는 운 제어센터로부

터 명령을 달받아 동작하는 자동모드와 수직이송장치

에 설치된 센서검지 상태에 따라 독립 으로 동작하는 

수동모드로 구성되도록 구 되어 운 환경에 따라 시스

템의 복잡도를 고려한 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짐

을 확인하 다.

한, 구 된 시뮬 이터는 실제 PRT 차량을 3D 시각

화하여 주행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차량이 운행 인 구간에 가상의 차량을 투입하여 모의 

주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 차량 제작이 실

으로 힘든 개발 기에 있어서, 높은 트래픽 환경에서의 

운행제어 알고리즘  안 책을 보다 실제 상황에 근

하게 검증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향후, 다수의 차량간 운행에 따른 트래픽 제어를 반

한 제어 기능 구   확인 등의 추가 인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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