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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for Control System

of Smart Railway System

Jeong Keun, Kim

Advisor : Prof. Geum Bae Cho, Ph. D.

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

Convergence

Industrial Technology Converg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t present, Korea is very interested in electric railway as next

generation transportation means. In addition, the role of electric rail has

been expanding as a key means of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and the share of traffic transportation

is increasing with the strengthening of railroad transportation

competitiveness.

The reason why electric railway is superior to other transportation

means is related to safety and timeliness. The electric railway is a

large-scale complex transportation system, and the demand for the

improvement of safety, convenience, and operational efficiency along with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railwa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like are increasing,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ntrol system do.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ransportation of railways,

improve safety, an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control system for

transportation system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rain operations,



In 2001, it implemented the integrated control room construction project.

After 5 years of design and construction, the railway traffic control center

was opened at the end of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llect and investigate cas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railway control systems currently in operation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smart control system and to analyz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methods of the control system, And to

research and demonstrate the smart control system.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configuration and functions of the smart

control system, and compare and analyze the trouble handling time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the smart control system by using simulation to

verify the effect on the availability of the smart control system. Also, we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 of control system for railway smart

system construction which focuses on securing timeliness of railway by

integrated management of integrated monitoring and diagnosis technology,

preventive maintenance, operation status monitoring, and efficient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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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전기철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저탄소 녹색성

장의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철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철도교통 경쟁

력 강화에 따라서 교통 수송 분담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1-2].

다른 수송수단과 비교해 전기철도가 우위에 있는 이유는 안전성 및 정시성

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전기철도는 대규모 복합 수송수단으로 철도에

대한 환경변화, 기술혁신과 함께 높은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운영효율 향

상 등과 같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철도시스템의 기술발전에 따라서 이

를 운영하는 관제시스템의 개선도 요구된다 [3].

철도의 수송경쟁력, 안전성 향상, 수송시스템 일괄 통제체제를 구축해 열차

운행의 일괄적인 상황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기능 [4], 관제업무과 인력

운용효율을 향상시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정부에서는 2001년 통합관제실 구축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5년간의 설계

및 공사를 통하여 2006년 말 철도교통 관제센터를 개설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국·내외 철도 관제시스템 사례를 수집 및 조사하고, 관제시스

템의 업무와 운영방법을 분석해 현행 관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연구 및 실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관제시스템에 구성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전과 후의 장애처리 소요시간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비교

및 분석하여 스마트 관제시스템의 가용성에 영향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감시와 진단기술, 예방정비, 운영상태 감시, 효율적 유지·보수를 통합 관

리함으로서, 철도의 정시성 확보에 중점을 둔 철도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필

요한 관제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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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종합관제실(CTC) 시스템

1. 시스템 개요

CTC라고 불리는 철도교통 관제시스템이란 열차스케줄에 따른 정시 운행

및 안전한 열차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관제사 업무들을 컴퓨터로 대체하는 장

치이다. 이름에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CTC는 노선에서 운행되는 열차들의

움직임을 계획된 열차스케줄에 맞춰 철도신호 장치를 센터에서 원격제어하여

열차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 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사고발생 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6-7].

한국철도의 네트워크 형태는 서울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지형 네트워크(Tree Network)형태를 가진다. 또한 서울을 시·종착으로 하

고 각 지방으로 분산되는 종단형 열차운행 패턴을 가지고 있어 서울-대전 구

간에는 대부분 행선의 열차들이 혼재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도에 중앙선

CTC화를 시작으로 전국의 철도를 순차적으로 CTC화시켜 2008년도에 CTC

화율이 약 57%에 이르렀다 [8]. 이로 인해 선로용량의 증대와 표정속도의 향

상 그리고 보안도 향상 등의 열차 운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열

차운전비와 운영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제적인 개선 효과도 가져왔다.

철도교통관제센터의 CTC시스템은 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 5개의 지역

관제실에 나눠져 있던 관제기능을 통합해 열차운전의 통제와 감시의 일관성,

효율성, 적시성을 개선하였으며, 열차의 안전운행의 확보 및 열차지연을 최소

화하였고, 지휘계통의 최적화로 인력 및 유지관리 비용구조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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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철도관제시스템(CTC)의 개요

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의 선정 기준은 가용성 및 확장성 제고, 유지보수 최소

화를 실현하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통합시스템

은 5개 지역을 통합하고 최신 CTC 기능의 향상을 구현해 열차트래픽 관리능

력을 높였고, SCADA,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행선안내장치 등 외부 시스

템과 연계해 운영자에게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서와 통계 등의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을 제공해 운영자의 일상 업무를 경감시켜 열차안전운행에 집

중하도록 하였다 [9-11].

일반철도의 주 시스템인 통합관제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UPS에 의한 전원대책과 방화셔터에 의한 화재대책,

Fault Tolerant나 이중계 설비에 의한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대책

등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재해에 대하여 강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

한 지진, 테러, 건물붕괴와 같은 중대재해 및 대재해에 의해 통합관제시스템

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철도교통예비 관제시스템을 통해 연속적인 열차운

행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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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철도교통예비 관제시스템

2. 관제 설비 변화

기존에는 열차의 운전취급을 각 역 단위로 운전 관제실에서 별도로 운전명

령을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수송수요의 증가에 따라 제한된 구간 및 시간에

더 많은 열차의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더 능률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

며, 신호체계의 전자화 등에 힘입어 채택한 것이 CTC 장치이다 [16].

CTC 중앙제어실 내에는 관할구역의 본선과 각 역 구내의 배선과 신호기·

선로전환기과 같은 것을 한눈에 불 수 있도록 도안한 제어반이 있고, 이 제

어반과 각 역의 신호기·선로전환기들은 전화회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서 제

어반의 단추나 키로 각 역의 선로전환기·신호기들의 운전조건을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장치는 미국에서 발달한 열차지령방식(Train order

system)의 운전통제 방식이다. 관할구역에서의 열차 운행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전정리를 할 수 있고, 선로전환기·신호기를 한 곳

에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능률적인

열차 고밀도화가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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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CTC는 중앙선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중앙선이 단선이기 때문에 수

송능력의 한계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산업발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복

선화계획을 수립해 일부 공사들이 진행되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CTC로 바꾼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량리-봉양 간의 31개역 148.1 [km]를 영국의 웨스팅하

우스(Westing-house)사와의 협력으로 1966년 착공해 1968년에 완공되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CTC 구간이며 이로 인해 종전의 선로용량 20회를 34회

로 증가하여 국민경제 및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무연탄·시멘트

등 급증하는 산업물자의 수송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0년도에는 경부선(서울-수원), 경원선(용산-성북), 경인선(서울-인천), 경

의선(서울-수색)에 CTC를 독일 지멘스사(Siemens)와의 협력으로 완성해 선

로용량은 서울-인천 간의 64회를 154회로, 서울-수원 간의 96회를 152회로,

용산-성북 간의 76회를 150회로, 서울-수색 간의 94회를 140회로 각각 2배

이상씩 늘었다. 또한 지하철에 설비되어 원활한 열차운행을 위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후 1986년에는 경원선으로 확대되었고, 1988년 4월에는 태백선을, 1989년

에는 경부선을 CTC화 하였으며, 같은 해에 대전 관제설비가 완공되었다.

1992년에는 경부선의 관제설비를 단계적으로 개량해 사용하게 되어 이로써

경부선 전구간이 CTC화 되었다. 또한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장 계획에 따라

사 과천선, 안산선, 분당선, 일산선 등이 순차적으로 개통해 서울 CTC 관제

실에서 통합 운용하게 되었다.

1997년에 서울 CTC 관제실의 시스템 이중화가 이루어져 수도권 수송관리

와 통제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며, 1998년에

는 본청이 대전으로 이전되어 대전 본청에 관제설비가 갖춰졌고, 경부선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전 CTC 관제실도 시스템 이중화가 구축되었다.

2000년에 태백, 영동선, 중앙 90개역을 수용하는 영주 CTC관제실이 개통되

었으며, 같은 해 호남선(서대전-강경) 9개의 역이 대전 CTC 관제실에 통합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전구간에 CTC 설비가 완공되었다.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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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관제실을 구로지역에 통합한 철도교통 관제센

터가 구축되었다. 이로 인해 CTC 장치가 설치된 모든 역의 열차운행을 포괄

적이고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관제센터의 CTC 시스템은 각 지역 관제실에 분산하여 배치되어 있는 관제

설비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인해 주요 선로구역의 열차운행 관리 및 열차운행

시각, 유지보수 등이 집중 관리되어 효율적인 관제체제의 확립을 다지는 동

시에 숙련된 관제사의 전문 지식을 체계화해 관제사의 부담을 줄였으며 종합

수송 통제 기능을 확보해 철도 수송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또 경부고속철도 CTC 관제실이 광명역에 단독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경

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의 철도교통 관제센터 내에 구축해

서 국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한곳에서 제어가 가능하게 통합 시스템 구축

이 완료되었다.

3. 관제시스템 현황

철도교통 관제선터의 관제설비는 3개의 지역별로 구분된 CTC서버(열차제

어)를 비롯해 통신서버(통신처리), 프로그램 서버(유지보수), 스케줄 서버(열

차운행 관리), 운영자 콘솔, Regulation 컴퓨터(열차경합해소), 터미널 서버를

이중계 네트워크 장치(LAN)로 접속하여 구성되었다.

a. 소프트웨어

관제 소프트웨어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의 응용시스템 모듈은 서버 모듈 및 클라이언트 모듈로 각각 개발되고, 각각

의 클라이언트 모듈은 콘솔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응용소프트웨어는 CTC 기본소프트웨어, 열차운전 관련 데이

터베이스, 열차운행관리 소프트웨어 및 업무지원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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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프트웨어 구성

b. 하드웨어

관제설비의 하드웨어 구성은 운영관제실, 상황실, 신호컴퓨터실, 홍보실, 교

육실 등 각각 실별로 고유 기능을 가진 시스템과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제설비는 기능별 분산처리 개념을 도입해 기능의 분산 및 이에 따른 백

업 기능 강화로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주요 서버는 결함허용 시스템(Fault Tolerant System)으로 구축된

다.

그림 4.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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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네트워크 구성

c. 네트워크 구성

관제설비의 네트워크는 이중계로 구성된 기가비트 Ethernet을 기준으로 하

고 백본스위치, 외부 접속 라우터, Workgroup스위치, 보안설비(방화벽, L4스

위치, 침입탐지 시스템)와 각종 케이블 등의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백본 스위치와 상황실, 운영관제실, 홍보실 및 교육실에 각 한개의

Workgroup스위치가 설치되고, 현장 역의 LDTS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터미

널 서버 및 DSU가 신호컴퓨터실에 설치된다.

d. 운영시스템

CTC는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관제실, CTC 주요 설비들을 위한

신호 컴퓨터실, 부속실로 이루어져 있다.

1) 운영관제실

운영관제실이란 관제사가 열차운행을 감시하고 정해진 열차스케줄에 따라

서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적절히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전 노선에

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열차운행 상황 및 현장설비들을 감시해 일원화된

지휘 계통을 통한 열차운행의 관리,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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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운영관제실

2) 신호컴퓨터실

신호컴퓨터실에서는 운영관제실의 고속철도 열차운행을 관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상황실이나 교육실과 같은 부속실의 기능도 제공하는 CTC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들이 설치되 운영되는 곳이다.

그림 7. 신호컴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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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속실

상황실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종합적인 열차운행 상황을 파악해 원

인 분석을 지원하게 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곳이다. 대형 표시반에 열차운행의 상황표시와 기상정

보 표시 그리고 GIS MAP을 활용한 재해복구 지원 기능 등을 제공한다.

교육실 내에는 운영관제실과 동일한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모의설비 등을 설치하여 운영자나 유지보수 요원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시스

템에 대한 조기 적응을 가능 하도록 하여 열차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4) SCADA

전철과 전력의 실시간 정보를 처리 및 배분할 수 있으며, 저장기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관제사와 관리자를 지원해 사고 시 사고분석과 고장복구조작

을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 선구의 전차선, 역사 전력 등의 전기

공급설비에 대한 일괄 감시와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8. SCADA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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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상황실

철도교통 관제센터에서 열차운행 조정과 통제 등과 같은 열차운행과 관련

된 종합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철도수송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곳으로, 기존 철도 통신선로의 운영실태나 전국철도 초고속 광통신망에

대한 감시와 관리 기능 등을 수행한다.

4. 관제시스템 기능

철도교통 관제시스템은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차위치를

추적하거나 신호설비 상태를 표시해 열차들의 트래픽을 감시한다.

열차의 정시운행을 위하여 열차스케줄을 관리하며, 스케줄에 따른 진로를

제어하고, 원활한 열차진행을 확보한다. 또한 각종 신호설비 경보와 이벤트를

관리해 이례적인 상황에 신속히 대처한다. 그리고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열차 간 경합을 사전에 검지해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9. 신호설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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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철도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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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요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정시성이 가장 뛰어난 교통수단으로 평가

되고 있다. 국내·외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사고로 인한 비상대응체계는 인명구

조 및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 중이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통하여 정시

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 및 지하철에서 매년 차량 고장, 전기/신호/통신장치 고장, 열차탈선,

운전취급 부주의를 포함해 운전 장애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 열차사고, 열차 지연, 안전사고 등의 문제

를 개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철도의 정시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철도사고

에 따른 효율적인 복구 작업과 신호설비 예방 정비를 통해 미연의 사고 방지

및 신호설비의 장애 발생빈도 감소, 장애 처리 시간단축으로 안전하고 쾌적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철도 관련사고

운전취급 부주의는 기관사의 각종기기와 제동취급 부주의 및 신호진로 확

인소홀 또는 차량고장 발생 시 응급조치미흡, 규정위반 운전의 형태로 나타

났고 원인별 발생현황은 표 1에 나타내었다.

경미장애의 발생요인 중 물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제작시공 결함, 정비보수

결함, 취급부주의로 인한 인적요인에 따른 경미장애 발생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장애발생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조치능력 배양을 위

해 각종 교육실시 및 전문기술 인력양성과 기존 시스템의 성능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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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취급부주의
발생형태

내용

각종기기 및 제동
취급부주의

§ 보안제동 취급 후 관련기기 복귀 실념

§ 제동취급부주의로 정차위치 어김

§ 역구내 입환 작업 시 제동취급 부주의로 모타카 추돌

§ 반대편 출입문을 개방

§ 스크린도어나 신형전동차 운전 시 정지위치 어김

신호진로   
확인소홀 § 신호진로의 확인소홀로 인해 차량 탈선이나 선로전환기 파손

차량고장 발생 시
응급조치 미흡

§ 전동차 비상제동체결에 따른 응급조치 등이 미흡
  - 비상제동 체결 후 풀리지 않을 경우
    ATSCOSEBCOS,LSRS   취급 실념

§ 운행 중에 판타그라프 하강에 따른 응급조치가 미흡

§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동력운전 불능 시에 응급조치가 미흡

§ 전차선의 단전 시에 응급조치 미흡

규정위반 운전
§ 위규운전으로 인한 선로전환기 파손
  -후부운전실에서 운전사령   승인 없이 기관사   
    임의로 밀기 운전하여   선로전환기 파손

표 1. 사고의 원인별 발생현황

물적요인 인적요인

§ 교직변환스위치의 캠축과 핸들 고정핀 
절손

§ 과전류로 인해 전력반도체 단락
§ 장력장치의 연결부위 파손
§ 변전소 특고압 계기용 변류기의 균열

로 인해 절연 파괴
§ 전류감시 장치의 이상신호발생으로 인

한 충격 발생
§ ATS 비상제동계전기의 코일성능저하

로 인한 비상제동체결
§ 변전소 정류기용 케이블의 접촉부위 

소손으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등의 장
애

§ 회단차단기의 차단
§ 주회로 차단기의 절연파괴
§ 주회로 차단기나 견인전동기 불량 등의 

정비보수 결함으로 인한 경미장애
§ 비상제동 시 풀기 조치 미흡
§ 출발신호기와 정지신호 확인 소홀로 선

로전환기 파손 등, 운전취급부주의에 
의한 경미장애
§ 보조전원장치 고장과 사전검수조치 소

홀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기관사와 기동
검수원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복장 
장애

표 2. 물적요인과 인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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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제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기존의 열차신호설비 관제시스템은 각 설비 담당자가 담당한 설비에서 반

드시 작업해야하는 문제로 인하여 해당 시스템이 있는 장소나 연관된 자리가

있는 장소(운영관제실 및 현장역) 이외에는 관리자나 담당자가 장애 발생 상

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담당자나 해당 관계자가 시스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늦게 발견했을

때 시스템 장애에 대한 비상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시스템 운용상의

비효율성 및 현장관리의 시간적/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작업의 비효율성의 문

제가 존재하고, 장애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운행의

지연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현재 철도교통 관제시스템은 철도관제를 위한 대형표시반, 서버, 콘솔 등의

철도신호설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운영중인 관제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시

스템의 정상복구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림 11은 일반적인 유지

보수 절차를 나타낸 것이며, 현장 장애를 인식하고 작업담당자가 문제를 처

리 후 시스템의 정상가동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림 11. 유지보수 절차



- 16 -

4.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앞서 철도 사고 현황과 철도관제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열차운행의 정

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 철도 사고 후 현장설비 복구까지의 많은 시간 소요

- 현장설비 장애에 대해 시스템이 인식 후, 관리자와 현장 작업자 간 장애

인지, 전파, 장애처리 보고를 위한 절차 복잡

- 관제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담당자까지 인지 시간과 시스템의 정

상 복구 시간이 많이 소요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운행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열차사고, 열차 지연, 안

전사고, 철도관제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를 단시간 내에 복구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로 장애 복구, 유지보수 절차 단축, 관제시스템 예방정비를 관

리 가능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 관제시스

템 도입 시에 장애 복구시간 단축과 시스템예방 정비를 통해 장애 발생빈도

를 감소시킴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용성 제고와 열차 운행의 정시성 확보 효

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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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 및 결과고찰

A. 개요

본 논문에서는 철도 사고 현황이나 철도관제시스템 현황을 분석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스마트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감시분석 및 보고기술을

뜻하며, Self-Monitoring Analysis & Reporting Technology의 줄임말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관제시스템은 시스템 장애를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감

시하는 체계에서 스마트시스템이 감시하고 판단해 장애발생 시에 조기에 시

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구시켜 열차운행 지연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또한 관제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자기감시와 예방 정비를 통해 시스템

의 장애 발생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제시스템의 가용성을 증대시

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의 기능 중 하나인 통계에 따른 보

고 기능을 활용하여 향후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본 절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스마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 흐름을 분석해

보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도입 효과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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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성

기존 관제시스템에서의 장애 처리 방법과 스마트 시스템에서의 장애 처리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1. 기존의 관제시스템

기존에 사용된 관제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가 장애 사실을

파악하여 장애 설비 관련담당자에게 유선 상으로 장애상황을 통보해 현장 장

애나 시스템 장애 복구 후에 유선 상으로 통보조치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 기존 관제시스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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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관제시스템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메인서버를 중심으로 여러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통합유지 메인서버

- 스마트 모바일 Application시스템

- 문자메시지(SMS) 통보 시스템

- 통합 Data Base 시스템

- 파일 서버

그림 14에는 신규 스마트 관제시스템에 대한 세부기능을 나타내었다. 먼저

주 시스템인 통합유지보수 메인서버는 기존 관제시스템과 연동해 각종 장애

정보 수집하고 제어명령과 이력을 저장하는 주된 시스템이다. 스마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시스템에서 수집된 장애정보들을 각 관련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통합 데이터베이스란

각종 시설물들의 위치와 정비이력 정보 및 관련 담당자들의 정보를 DB화 해

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SMS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장애정보의 전파

및 처리보고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이다.

이러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통해 인적감시보다는 시스템 감시를 통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인지가 가능하고 관련 담당자와 유지보수요원 등에게

동시에 장애상황이 전파됨으로서 관제업무의 일원화 및 유지보수 절차와 시

간 단축 등과 같은 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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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스템은 관제사가 시스템 복구 담당자를 선정해 유선 상으로 통보

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과 비교하여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스템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장애복구 담당자를 선정해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고, 시스템 내부 알고리즘에 인적인 요소를 최대한 반영되지 않도록 통합

DB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이 판단 처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림 13은

기존 시스템의 내부 업무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3. 기존 시스템 내부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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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성

그림 15. 스마트 관제시스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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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스템에 도입되는 내부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그림 16에서와 같

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6. 스마트 시스템 내부 알고리즘



- 23 -

3. 스마트 시스템과의 비교

기존 시스템과 스마트 시스템의 기능과 특성을 비교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스마트 시스템의 주요 특성은 기존 시스템에서 인적요소가 장애를 판단 및

처리하는 과정을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장애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장애 발생빈도 감소를 위한

예방정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기능 기존 스마트

CTC 시스템 있음 있음

SMS 없음 있음

스마트 모바일 없음 있음

통합 Data Base 없음 있음

장애 감시 사람 스마트 시스템

장애 통보 유선 스마트 시스템, SMS, 스마트 모바일

장애 처리 결과 유선 유선, 모바일

장애 통계 분석 사람 스마트 시스템

장애 복구 통보 없음 스마트 시스템, SMS

시스템 예방정비 통보 없음 있음

표 3. 기존시스템과 스마트 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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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스마트 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

본 장에서는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RAM 활동의 일부인 유지보수성 분석을 통하여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스

마트 관제시스템의 가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가용성

가용성(Availability)이란 사전적 의미로 ‘컴퓨터 시스템 등이 사용자의 입장

에서 보아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나타낸 것

을 말한다. 컴퓨터 자체가 작동 상태(Operational) 중이라고 해도 그 전체적인

시간을 온전히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보수도 필요

하며 고장이 났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사용 가능 시간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 사용 불능이 된 시간을 뺀 값에 전사용 시간을 나눈 값을 가용

성이라고 한다. 가용성은 가동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철도에서는 시스템의 정상화로 승객을 위한 서비스가 재개될 때까지 승객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여유를 고려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고 있다.

설비의 가용성 평가는 시스템 요소, 장치 및 장비의 고유 중복성, 할당, 엔

지니어링 판단과 현장에서 획득한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을 고려해 열차

운행에 미치게 될 영향에 따라 평가한다.

시스템의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균고장시간간격(MTBF)을 이해

해야하며 시스템 아키텍처를 유연성 있게 구축해야하며 고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리 가능한 시스템의 가용성 A는 다음 식 (1)과 같이 예측할 수 있는데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값은 동일한 시스템이므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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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MTBF = Mean Time Between Failure(평균 고장시간 간격)

(=MTTF + MTTR)

MTTF = Mean Timeto Failure(평균 고장시간)

MTTR = Mean Time To Repair(평균 수리시간)

평균 수리시간(MTTR)중 실제 시스템의 고장을 탐지하고 수리하는 시간은

시스템 고유의 보전성 설계에 기인하기 때문에 고장시간을 고장 탐지 및 평

균 실제 수리시간(MART)만으로 표현하여 가동성을 따지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 가동성(Inherent Availability)이라 한다. 산출된 식에서 유추해보면 시스

템의 유효 수명이 외생변수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시스템 설비의 평균 수

리시간(MTTR)을 단축하면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2. 유지보수

유지보수의 개념은 운행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고장수리와 예정된

유지보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유지보

수는 설비 문제의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뿐 아니라, 설비에 대한 장애복구와

가용성 향상을 위한 예방정비를 통하여 문제의 발생요소 근원을 해결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전기·전자공학 측면에서의 사전적 의미의 계획 예방정비는

발전기 성능유지 및 각종기기의 고장을 예방하며 설비의 신뢰도와 성능을 향

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말한다. 기계공학 측면에서는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해 설비의 노화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점검, 교체, 윤활, 청소, 조정 등의 정비 활동과 함께 설

비를 계획적으로 정기점검, 정기교체, 정기수리 하는 등의 정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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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유지보수 개념

유지보수 절차를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 엑세스 시간 : 고장 및 불량 장비에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장애

상황 인지와 통보 및 장애 현장으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포함

- 장애고립 시간 : 고장 및 불량 장비의 감지에 필요한 시간으로 장애설비

에서 정확한 장애발생부위 및 원인을 확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제거 및 교체 시간 : 고장 및 불량 장비의 제거 또는 교체시간

- 배치조절 시간 : 장비 교체 후 시험 전 대기하는 시간

- 시험시간 : 장비를 시험하는 시간

이중 전체 유지보수 소요시간을 단축을 위해서 제거 및 교체 시간, 배치조

절시간, 시험시간은 대부분이 유지보수요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시스템에 따른 단축효과가 적어 고정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액서스 시간이나 장애고립 시간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소요시간이 단축 가

능한 가변적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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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스템의 가용성 산출식에

분석 대상인 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분석의 기본 항목에 대입 후에 가용성

을 산출하여 비교 및 검토하였다. 표 4는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 전 기존 관

제시스템의 유지보수 분석과 관련한 정량적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설비명 MTTR 엑세스 제거/교체 장애고립 배치조절 시험

대형표시반 0.42 0.08 0.03 0.25 0.03 0.02

통합컨트롤  
시스템 2.60 2.00 0.03 0.50 0.03 0.03

산업용 PC
(이중계) 1.60 1.00 0.03 0.50 0.03 0.03

LCD모니터 3.27 3.00 0.03 0.17 0.03 0.03

서버(FT) 4.60 4.00 0.03 0.50 0.03 0.03

터미널서버 4.10 3.50 0.03 0.50 0.03 0.03

방화벽 4.60 4.00 0.03 0.50 0.03 0.03

워크그룹 스
위치 4.10 3.50 0.03 0.50 0.03 0.03

선로전환기 6.10 4.00 0.03 2.00 0.03 0.03

신호기 6.10 4.00 0.03 2.00 0.03 0.03

표 4. 스마트 시스템 도입 전 MTTR(단위 :시간)

그림 18. 스마트 시스템 도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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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5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 시 유지보수 분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정량적인 Data를 나타낸 것이다.

설비명 MTTR 엑세스 제거/교체 장애고립 배치조절 시험

대형표시반 0.25 0.08 0.03 0.08 0.03 0.02

통합컨트롤  
시스템 0.77 0.50 0.03 0.17 0.03 0.03

산업용 PC
(이중계) 0.43 0.17 0.03 0.17 0.03 0.03

LCD모니터 0.36 0.17 0.03 0.08 0.03 0.03

서버(FT) 1.27 0.83 0.03 0.33 0.03 0.03

터미널서버 0.93 0.50 0.03 0.33 0.03 0.03

방화벽 1.35 1.00 0.03 0.25 0.03 0.03

워크그룹 스
위치 0.93 0.50 0.03 0.33 0.03 0.03

선로전환기 1.60 0.67 0.03 0.83 0.03 0.03

신호기 2.93 2.00 0.03 0.83 0.03 0.03

표 5. 스마트 시스템 도입 후 MTTR(단위 : 시간)

그림 19. 스마트 시스템 도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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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유지보수 분석 대상 설비의 시스템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시스

템 도입의 가용성을 정량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다.

  

설비명 시스템 가용도 엑세스 제거/교체 장애고립 배치조절 시험 MTTR

선로전환기

도입 전 99.97 4.00 0.03 2.00 0.03 0.03 6.10

도입 후 99.99 0.67 0.03 0.83 0.03 0.03 1.60

터미널서버

도입 전 99.99 3.50 0.03 0.50 0.03 0.03 4.10

도입 후 99.99 0.50 0.03 0.33 0.03 0.03 0.93

서버(FT)

도입 전 99.99 4.00 0.03 0.50 0.03 0.03 4.60

도입 후 99.99 0.83 0.03 0.33 0.03 0.03 1.27

대형표시반

도입 전 99.99 0.08 0.03 0.25 0.03 0.02 0.42

도입 후 99.99 0.08 0.03 0.08 0.03 0.02 0.25

표 6. 스마트 시스템 도입 전/후 MTTR(단위 : 시간)

그림 20. 시스템 도입 전/후 MTTR 비교



- 30 -

그림 21. 주요 설비 가용도 분석

본 절에서 유지보수 분석결과로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시

스템 고장을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 비교해 시스템이 지능적으로 감지해 유지

보수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시스템의 가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스마트 시스템 적용 결과 고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이 아닌 시스템이 인식해 이를 즉각적으로 관련한 담당자들에

게 동시 전파해 장애처리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지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다 구체적인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유지보수의 단계 중 가변요

소라 할 수 있는 고장 및 불량 장비에 접근까지 걸리는 시간인 액세스 시간

과 장애발생 설비에서 정확한 장애원인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장애고립 시

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평균 수리시간(MTTR)을 감소시켜주며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의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스마트 관제시스템의 도입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도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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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스템에서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각 설비·유지보수 단계별로 경

험데이터를 입력해 장비별 평균 수리시간(MTTR)을 도출하였다.

스마트 관제시스템의 적용 결과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에 따라 각 유지보수

단계별로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각 장비별

평균 수리시간(MTTR)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장비별로 MTTR 변화율은 편차가 있으나 선로전환기는 도입 전

과 비교해 MTTR이 6.1시간인데 비하여 도입 후에는 1.6시간으로 단축되어

가용도가 99.97 [%]에서 99.99 [%]로 증가했다. 관제센터의 터미널 서버의 경

우에는 도입 전과 비교해 MTTR이 4.1시간에서 도입 후 0.93시간으로 감소하

여 가용성은 99.9991 [%]에서 99.9998 [%]로 증가했다. 결함허용 서버(FT)를

살펴보면 MTTR은 4.60에서 1.27로 감소하여 가용성 증가폭은 99.999993%에

서 99.999998%로 비교적 적은 증가추이를 보였다. 반면 대형표시반의 경우에

도입 전 MTTR이 0.42시간 것과 비교하여 도입 후에 0.25시간으로 단축효과

가 제한적임이 나타났다. 가용성 측면에서는 도입 전의 가용성이 99.991%에

서 도입 후 99.995%로 소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 시스템 도입 결과는 일차적으로 평균 수리시간(MTTR)이 감소되어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아졌으며, 이차적으로 유지보수와 관련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시스템 예방정비를 통해 장애 발생빈도가 감소하여 열차 운행의 정시

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스마트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 절차 간소화 가능

- 시스템 장애에서 정상복구까지 장애시간 단축 가능

- 예방 정비를 통한 장애 발생 횟수 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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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은 철도교통 관제시스템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유지보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 복구 시간 단축과 관제시스템 예방 정비를 통한 장

애 발생빈도 감소시켜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임으로 인해 열차 운행의 정시성

을 확보였으며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고찰하였다.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 시 일차적으로는 평균 고장수리시간(MTTR)을 감소시킴

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가용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도입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도입 전 관제시스템의 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각 설비·유지보수 단계별로 경험데이터를 입력해 장

비별 평균 수리시간(MTTR)을 도출하였다. 스마트 관제시스템 적용 결과는

각 유지보수단계 별로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통

한 각 장비별 평균 수리시간(MTTR)을 산출하였다. MTTR이나 가용성 변화

가 제한적인 장비들은 시스템이 이중계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상황에서도 시

스템의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선

로전환기와 같은 이중계로 구성되지 않은 현장 장비들은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장애 처리 시 액세스 시간 및 장애고립시간을 효과적으로 단

축할 수 있으며 이는 MTTR의 감소와 가용성의 증가로 도출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통합감시와 진단기술, 운

영상태 감시, 예방정비,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통합 관리해 원천적인 장애의

발생빈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음

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신호·관제 분야에 스마트 관

제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장애처리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시스템의 가용성이

증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다른 분야에서

도 이러한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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