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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사원시선은 도시철도 및 경전철에 주로 적용되어 온 RF-CBTC 신호방식을 광역철도에 적

용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향후 연결될 대곡소사선의 신호방식은 아직 미정이며, 서해선은 ETCS 

Level 1이 적용되고 있다. 서해선이 소사~대곡까지 연결이 되면 화물열차가 통과하게 되어 지상설

비는 화물열차를 검지할 수 있는 ATP용 궤도회로(차축검지기)를 설치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TC와 ETCS간의 혼영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어 : 광역철도, RF-CBTC, ETCS, ATP, ATO

1. 서 론 

소사원시선은 도시철도 및 경전철에 주로 

적용되어 온 RF-CBTC 신호방식을 광역철도에  

적용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향후 연결될 

대곡소사선의 신호방식은 아직 미정이며, 서

해선은 ETCS Level 1이 적용되고 있다. 서해

선이 소사~대곡까지 연결이 되면 화물열차가 

통과하게 되어 지상설비는 화물열차를 검지

할 수 있는 ATP용 궤도회로(차축검지기)를 

설치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TC와 ETCS

간의 혼영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RF-CBTC 시스템

소사원시복선전철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

다.

·급전 전압 : 3상 60Hz, 22.9kV

·전차선 전압 : AC 25,000V

·전류 전송 : 지상 - 가공식(카테너리 방식)

지하 - 강체식

·선로 길이 : 23.366Km 

·역 : 12개 지하역, 1개 지상역

·열차의 종류 : CBTC 열차(4량), ETCS L1 

* 정호형 : 서울교통공사  신교통사업처

   (metro2line@daum.net)         

             화물열차

·신호방식 : ATP/ATO에 의한 CBTC 차상신

             호방식(지상↔차상양방향)

·열차운행(1인 승무) 

  - 본선구간 : 수동 및 자동운전(CBTC)

  - 차량기지 : 수동운전(ATS)

Fig. 1 STO(Semi-automated Train Operation  
            : 준자동 유인운전) 

2.1 실내설비

2.1.1 WCU_ATP(Wayside Control Unit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

      제어장치

 열차의 위치를 토대로 지상장치에서의 

열차 충돌에 대한 방어 로직을 계산하고 

해당열차의 이동권한을 생성 및 차상장치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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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WCU_TTS(Wayside Control Unit        

       Train Tracking Server) 열차추적서버 

CBTC 방식 기반의 이동 폐색 개념의 열차 

위치를 확인하며 차상장치와 이벤트성 논바

이탈 정보교환을 통해 ATS 시스템 및 진단 

시스템에 열차의 위치 표시 정보 등을 제공

한다.

2.1.3 DCS(Data Communication Server)     

      데이터 통신 서버 

무선통신망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백본망을 

구성하며, CSR(중앙 집중식 라우터 시스템)  

및 NMS(네트워크 관리 시스템)를 이용한 

원격감시 등을 통한 보안성이 강화된 

무선데이터 통신장치이다.

2.1.4 ACM(Axle Counter Module)

      차축검지모듈 

선로변의 차축검지기와 연결되어 차축검지

기 간의 열차점유정보를 수신하여 전자연동

장치에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2.2 실외설비

2.2.1 신호기

 신호기는 단등형 입환신호기와 입환용 진

로표시기, 무유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TP용은 선로변 표시기를 사용하며 진행과 

정지로만 표시된다.

2.2.2 선로전환기

 선로전환기는 NS-AM형을 사용하며 구동전

원은 220[V]를 사용한다.

2.2.3 Axle Counter 차축검지기

 차축검지기는 주요 분기부에 설치되어 열

차검지를 하며, ATP용 궤도회로에도 사용된

다.

2.2.4 Balise 발리스 

 열차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수동 트랜스

폰더인 고정형 발리스는 열차로의 데이터 전

송 주파수는 4.33MHz를 사용하며 열차의 초

기화 및 정확한 정위치 보정, 열차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ATP용 메인발리스 및 인필발리스는 가변발

리스를 사용한다.

2.2.5 AP(Access Point)

 AP는 안테나와 지상 무선 장치함을 연결하

는 동축케이블로 구성되었으며, 지상 무선통

신장치는 수신된 RF신호를 데이터 신호로 복

조하고, 미디어 컨버터를 통해 광신호로 변

환하여 데이터 통신 서버(DCS)에 전송한다. 

지상 네트워크로부터 차상장비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무선신호로 변조하여 안테나

를 통하여 차량으로 송신해 주는 기능을 한

다.

2.3 차상설비

2.3.1 OBCU(Onboard Control Unit)

 OBCU는 무선통신장치(RCS : Radio 

Communication System), ATO 및 인터페이스, 

팬장치, ATP장치, 분배함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차량에서 ATP 및 ATO 기능을 수행한다.

2.3.2 HMI(Human MachIne Interface)

 열차의 현재속도, 운영모드, OBCU 신호장

치 상태, 제한속도 등 정보를 현시한다.

2.3.3 RCS(Radio Communication System) 

안테나

 무선통신장치(RCS)로부터 무선 데이터를 

지상으로 송신하고, 지상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수신하는 기능을 한다.

2.3.4 레이더 

 도플러(Doppler)효과를 통해 열차의 이동

속도를 측정하여 OBCU장치에 송신한다. 주행

거리계(OPG)와 결합하여 열차의 위치파악 및 

정지 검지 시스템에 적용한다.

2.3.5 OPG(Odometer Pulse Generator) 

주행거리계

 열차 휠 회전수를 통해 열차 이동속도를 

측정하여 OBCU장치에 송신한다.

2.3.6 발리스 안테나

 지상 발리스로부터 현재 열차의 위치 정보



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열차의 이동방향 및 

정위치 정차 기능을 수행한다. 

2.3.7 이더넷 리피터 

 양쪽 무선통신장치(RCS)간 통신하는 신호 

데이터를 증폭 및 중계 시켜준다.

2.3.8 ATS(Automatic Train Stop) 차상장치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

우나 정해진 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경우 

기관사에게 제동장치를 조작하도록 램프와 

부저로 주의를 환기시키며, 일정시간 동안 

조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열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2.4 관제설비

2.4.1 ATS(Automatic Train Supervision)

 소사원시선의 관제설비는 구로관제에 설치

되어 있으며, 화랑통합사무소에 취급실 개념

의 관제실이 있다.

 소사원시선의 LCC(Local Control Console 

: 운전취급실)는 소사역, 원곡역, 원시역에 

있다. 

3. 신교통시스템 종합시험 시험항목

3.1 개요 

   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 제7조의2(신교통

시스템의 연간계획 등)에 의하면 철도운영자 

등은 신교통시스템의 경우 연간계획을 제출

하되, 종합시험운행 실시 10개월 전에 종합

시험운행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항목, 점검기

준, 시험절차, 시험기간 및 동 신교통시스템

이 기 도입된 국가의 관련기준 등의 세부자

료를 국토교통부장관(검토팀 포함)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3.2 신호분야 시설물 검증시험 항목

    신교통시스템 관련 시험항목 및 기준 

제출에 대한 기술적 적정성 검토를 교통안전

공단에서 받고 검토결과에 대한 철도기술심

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하

여 4개월전에 통보한다. 

구분 세부 시험 항목 및 내용

C
B
T
C

SI-01
발리스 검지 확인 시험

- CBTC용 고정용 및 정위치정차용 

발리스 검지 확인 시험

SI-02

본선 전역사 정위치 정차 기능 검증

시험

- 정확히 정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시험

- PSD 연동 인터페이스 시험

SI-03

관제 제어 및 표시 시험

- 관제의 제어기능, 차량 위치 표시

- LCC 제어 및 상태 감시 시험

- 열차운전모드, 차상신호상태 확인시

험

- ATS와 외부 인터페이스 시험

- 차축검지기 복구 기능시험 및 고장

시 열차 운행 여부시험

SI-04
무인회차 시험(DTRO)
- 회차진로 설정 기능 및 무인회차 기

능 시험

SI-05

운전시격 확인 시험

- 주어진 운전 시격에 따라 운전 확인 

시험

- 운전시격(첨두 12분, 비첨두 15분)
  확인

- 다수 열차 투입시 통신 트래픽 시험

SI-06
정차점시험(신호기, 선로전환기, PSD)
- 조건(신호기, 선로전환기, PSD)별 안

전거리 확보 확인시험

SI-07

도어 감시 기능 확인시험

- 수동 및 자동 도어 제어 기능 확인 

및 PSD 인터페이스 시험

- PSD 인터페이스(오버라이드, 강제

개방, PSD 장애 등) 시험

SI-08

안산역 연결선(입고선/출고선) 시험

- 입고선 운행 시험, 출고선 운행 확

인 시험, S-2 지상자에서 정차 확인

시험

SI-09 절연구간 동작제어 확인 시험



4. 결 론

소사원시선은 광역철도이면서 RF-CBTC신호

방식과 ETCS Level 1이 혼용운전되는 노선이

다. 향후 대곡소사선과 서해선, 신안산선이 

연결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면 기존 도시

철도 시스템의 개량사업에도 적용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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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구간 타행 및 제한속도 확인 시

험

SI-10

OBCU 이중계 확인시험

- 차량 이중화에 대한 확인 시험(장비

별)
- 무선 이중화에 대한 확인 시험

- 장비간 절체 시험(UPS 방전, 네트워

크 이중화, 주요설비 이중화)

SI-11
임시속도제한 확인 시험

- 열차 운행 모드별(RM, SM) 임시제

한속도 확인 시험

SI-12
열차 간격 확인 시험

- CBTC열차 간, CBTC열차와 비

 CBTC열차 간의 운행 확인 시험

SI-13
주요설비의 전원 리셋시 열차의 위치

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시험

SI-14

AP 로밍 커버리지 시험

- 열차 운행중 AP 고장시 중첩 확인 

시험

- 지상구간 주파수 간섭 및 혼선

A
T
P

SI-15

ATP 기능시험

- ATP용 발리스 검지 확인

- 차상자 응동시험, 텔래그램 생성의 

적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