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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PS 3.0 Pro 개요 

1.1 국내현황 및 개발의 필요성 

 국내의 대다수의 철도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국내 및 해외의 철도사업 계획 수립 시 해외의 고가 

차량운전성능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차량운전성능 시뮬레이션을 생략한 채 

노반 및 궤도, 운전운영분야의 계획을 설계 하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향후 국내 경전철 및 고속철도, 남북철도 등 철도사업의 투자 확대로 엔지니어링 기술의 전문화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차량 및 노선의 정보를 DB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손쉽고 다양한 

차량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인력 및 사업비를 절감시킴으로써 국내 현실에 최적화된 설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당사에서는 차량운전 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TPS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다수의 업체에서 당사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TPS 2.0 ONC를 이용하여 국내∙외 철도사업 

계획 수립 시 폭넓게 사용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노후화 및 사용자들의 불편사항들이 발생되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TPS 3.0 Pro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공해 녹색사업인 철도의 중요성은 더욱 비중이 커질 것이며 이에 따른 국내 및 해외의 많은 

지역에 도시철도, 광역철도, 간선철도, 고속철도 등이 신설되거나 개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구간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열차운전 시뮬레이션의 이용도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주요기능 

• 프로그램의 UI(User Interface)개선으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디자인 및 기능구현이 용이합니다.  

• Master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기능 외에 파일자체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프로그램이 엑셀과 연동이 되어 차량 및 선형제원 자료의 입출력이 용이하고 결과값 (Result, 

Summary)을 엑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엑셀상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내의 단축키 기능이 추가되어 시뮬레이션 수행과정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해졌습니다. 

• 가속, 등속, 감속 구간 Coasting값 입력 방식 개선에 따라 경제운전방식의 시뮬레이션이 원활합니다. 

• 멀티그래프 기능의 개선으로 입력 사양 및 각종 운전성능선도(Input & Output Graph)의 그래픽 현시 

가 가능하며 시간∙속도∙거리 기준으로 여러 종류의 운전선도를 한 화면에 동시에 현시할 수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이용하여 열차다이아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결과 그래프와 열차다이아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출력(Plot) 가능하고, Auto CAD 파일로 변환하여 수정 및 출력(Plot)할 수 있습니다. 

• 곡선, 기울기, 분기기, 무정차 통과 제한속도 기준을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제한속도를 생성하여 주는 

Auto velocity Limit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1.3 활용분야 

• 철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신규노선 설계 시 최적의 기울기와 곡선 반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철도 운영기관에서 노선에 적합한 신규차량을 도입하는 경우와 철도차량에 최적화 된 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1.4 사용 환경 

• Main Processsss: 듀얼 코어 이상                   • RAM        ㅡ : 1GB 이상 

• Free HD     ㅡ: 1GB 이상                       • OS          ㅡ: Windows XP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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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프로그램 구성 

TPS 3.0 Pro는 크게 Master, Input, Output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rain Dia 기능은 다른 

메뉴와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 하며, 자체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1.6 주요 입력 및 출력 Data 

입력 Data 출력 Data 

• 운전조건(All-Out, Coasting), 차량, 정거장, 커브, 

기울기, 터널, 사구간, 제한속도(분기기, 무정차역 

통과, 곡선, 기울기 등), 주행저항식 등 

• 운행시분&평균∙표정속도&에너지소비량(Summary) 

운전선도(Input&Output) 속도∙거리∙시간 기준 

19개 성능곡선, 시간당 열차운행 현황(Result) 

 

1.7 특징 및 차별성 

• 국내현실에 적합하며 Excel Program 연동되어 편리한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해외 프로그램대비 가격이 부담되지 않고, 즉각적인 기술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내부에 단축키 기능을 추가하여 시뮬레이션 수행과정이 간편하고 신속해 졌습니다. 

구 분 단축키 구 분 단축키 

Open Ctrl + O Result F4 

New Alt + N Train Diagram F5 

Close Alt + C Control F6 

Save Ctrl + S Train F7 

Save as Alt + A Station F8 

Print Ctrl + P Curve F9 

Capture Ctrl + T Grade F9 

Save log Alt + S Tunnel F10 

Close log Alt + L Dead-Section F11 

Run  F2 Velocity limit F12 

Summary F3 Help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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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발 환경 

구 분 내 용 

개발 툴 Visual Studio 2010 

개발 언어 Main GUI ⇒ C#, Simulation Logic ⇒ C/C++ 

사용라이브러리 .NET Framework 4.0 

외부라이브러리 DevExpress .NET Winform Enterprise 

 

1.9 TPS 3.0 Pro Upgrade List  

구 분 개 선 사 항 추 가  비 고 

전체 UI - 

- 한글 설명 기능 

- 단축키 기능 

- 각 메뉴에 해당하는 엑셀 파일 

불러오기 가능  

- 아이콘 메뉴 기능  

- 입․출력 파일 경로 지정시 문자수 

제한 해제 및 한글 입력 지원 

- 결과 파일의 엑셀 파일 출력 기능 

- 단축키 기능  

 

마스터 파일 

- 마스터 파일 생성 기능  

- 마스터 파일 저장 방식의 다양화 

(*.mdb, *.mst) 

- MS Access를 이용하여 DB구축 

가능 

- 가속, 감속 구간의 Coasting 기능  

메뉴얼 - - 검색이 가능한 매뉴얼 기능   

Auto Velocity 

Limit 

- 분기기에 의한 속도 제한 기능  

- 속도 제한 기준 입력 용이 
-  

그래프 

- 그래프의 정확도 개선 

- 한 그래프 안에 다양한 결과를 

출력함으로써 Report 기능 강화 

- Input 그래프에서 기울기 기준점을 

고도로 입력 받는 기능 

- 확대, 축소된 그래프를 출력하는 

플로트 인쇄 기능  

 

열차다이아 - 

- 열차다이아 출력 기능  

- 열차다이아그램에 필요한 조건을 

입력하는 기능 

- 다양한 경우에 대한 수정 기능 

 

열차 정보 입력 - 역률, 효율 입력 방법 용이 
- 승객의 무게를 입력하여 만차 

중량을 계산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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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설치방법 

단 계 

1 

2 

3 

 

실행 내용 

TPS 3.0 Pro 설치를 시작합니다. 

사용권 설치 계약에 동의합니다. 

TPS 3.0 Pro 프로그램 설치 위치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8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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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4 

5 

6 

 

실행 내용 

설치 위치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설치 중 입니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페이지 9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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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구성 

3.1 구성 및 개요 

TPS 3.0 Pro는 크게 Master, Input, Output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Master 메뉴에서 새 파일을 생성하고, Input에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Running을 통해 계산 과정을 거쳐서, Output에서 결과 파일과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한번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Master 파일을 얻는데, Master 메뉴에 있는 Train Dia에서 필요한 

Master 파일을 불러와 열차다이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 Train Dia 기능은 다른 메뉴와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 하며, 자체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3.2 프로그램 메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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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그램 화면 구성 

3.3.1 프로그램 1차 화면  

 
 

3.3.2 프로그램 2 차 화면 

 
 

No. 설 명 

1 프로그램 제목과 불러온 파일의 주소 표시, 새로 실행한 파일의 경우 Untitled.mst라고 생성 

2 프로그램 주요 메뉴의 Tab, Master, Input, Output 

3 세부 메뉴들의 그 성격별로 분류 

4 세부 메뉴 아이콘, 화살표(▼)를 클릭하여 관련 메뉴들을 선택 

5   : 아이콘 메뉴 확대/축소(Ctrl+F1),  : Help(F1) 

6 세부 메뉴 실행 창, 제목이 창의 제일 위에 출력 되고, 세부 메뉴 종료 시 <close> 클릭 

7 Log 메뉴 : 사용 기록 출력, 값 변경 내역, 파일 생성 및 삭제 정보, 프로그램 시작 종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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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프로그램 실행 개략도 

단 계 실행 내용 단축키 

Step1. 

파일 생성 

[Master] → [New] 

 

Ctrl + N 

Step2. 

정보 입력 

[Input]→ [Control], [Train], [Station], [Curve], [Grade], [Tunnel], [Dead-Section], 

[Velocity limit] 

 

순서대로 

F6 

F7 

F8 

F9 

F10 

F11 

F12 

Step3. 

입력그래프 

출력 

[Input] → [Input Graph] 

  

Ctrl+F2 

Ctrl+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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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시뮬레이션 

실행 

[Master] → [Run] 또는 [Input] → [Run] 

    

F2 

Step5. 

결과 확인 

[Master] → [Summary], [Master] → [Result] 

[Output] → [Summary], [Output] → [Result] 

 

F3 

F4 

Step6. 

결과그래프 

출력 

[Output]→[Output Graph] 

 

Ctrl + F4 

Ctrl + F5 

Ctrl + F6 



TPS 3.0 Pro Manual 

 

 페이지 14 

4. Master  

4.1 Master 개요 

Master 메뉴는 TPS 3.0 Pro의 메인 메뉴로서, Master File, Print, Processing, Train Diagram, Logging 의 

6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며, 독립적인 기능인 열차다이아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4.2 Master File 

Master File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메뉴는 5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Open (Ctrl+O)- 저장되어 있던 Master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을 합니다. 화살표 클릭 시 아래 화면과 

같이 최근에 실행한 파일 목록을 볼 수 있고, 그 중 원하는 파일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 New (Ctrl+N)- 새로운 Master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Master 파일의 확장자명은 *.mst, 

*.mdb이며, *.mst는 TPS 2.0(옛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한 형식이고, *.mdb는 MS 

Access의 파일 형식으로 DB화에 유리합니다. 

③ Save (Ctrl+S)- 진행중인 작업의 Master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저장 시 Master 파일의 

확장자명은 *.mdb이며, MS Access를 이용하여 편집 가능합니다.  

④ Save as (Ctrl+A)- 불러온 Master 파일을 혹은 진행 중인 작업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⑤ Close (Ctrl+C)- 작업을 종료하는 기능으로서, 사용 시 저장여부를 묻습니다.  

 

4.3 Print 

① Print (Ctrl+P) - 결과 그래프를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입력과 Run 실행 시에는 비활성화 되어 

있다가 그래프 실행 시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독립된 창이 

발생하며 아래와 같은 화면을 통해 인쇄 될 화면을 미리 보기(Preview)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보기에서 인쇄 용지의 크기와 여백 등 각종 인쇄 옵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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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rint 기능 상세 설명 

 
 

분 류 메 뉴 설   명 

① Document 
Open 출력할 파일을 불러옵니다. 확장자는 *.prnx만 가능 

Save 출력할 내용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확장자는 *.prnx 

② Print 

Print 
인쇄창이 실행되고, 프린트 선택, 페이지 범위, 매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uick Print 기본 설정대로 출력을 실행합니다. 

Options 인쇄용지에 맞춰 그래프를 가로&세로로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③ Page Setup 

Header/Footer 머리말/꼬리말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Scale 
인쇄할 부분의 비율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비율의 고정 

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 비율을 페이지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Margins 
페이지 여백 설정, 화면에서 원하는 크기를 마우스로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Orientation 페이지 방향 설정 (가로/세로) 

Size 용지 크기 설정  

④ Navigation 

Find Text 찾기 기능 (이미지 파일에서는 사용 불가) 

Page 이동 

First page(첫번째 페이지로 이동), Previous page (이전 

페이지로 이동), Next page (다음 페이지로 이동), Last page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⑤ Zoom 
마우스 포인터 설정 마우스 포인터 모양 변경  

확대/축소 화면 크기를 확대/축소하는 기능 

⑥ Page 
Background color 인쇄 용지 배경 색 설정 기능 

Watermark 워터마크 삽입 기능 

⑦ Export 
Export to / E-mail as 

인쇄할 파일을 다른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과 변환한 

파일을 E-mail로 전달하는 기능  

Close Print Preview 프린트 메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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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rint 기능에서 플로터로 인쇄하기 

 TPS 3.0 Pro에서는 그래프와 열차다이아를 플로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플로터로 인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Print를 누른 다음, 프린트기를 선택하는 창에서 설치되어 있는 

플로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용지의 방향을 가로 방향, 인쇄 방법은 롤 사용, 여백 설정은 여백 

없음으로 합니다. 다음으로는 플로터 설정한 창에서 인쇄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시부터 

23시까지의 열차다이아를 출력할 경우 297 X 1200으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인쇄 창에서 사이즈를 

선택한 다음 취소를 누르면, 사이즈가 저장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rint 메뉴의 size를 클릭하여 

원하는 사이즈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사이즈 수정이 필요할 경우, 플로터 선택했던 창에서 사이즈를 

수정하고 다시 저장합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수정한 후, 인쇄를 실행시킵니다. 

 

④ Capture (Alt+C) - 작업 중이거나 실행 중인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다. 이미지 저장 

확장자명은 *.Jpeg, *.BMP, *.PN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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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rocessing 

① Run (F2) - Input 메뉴에서 데이터 입력을 마치면, Run을 실행시켜 시뮬레이션 계산을 진행합니다. 

아래와 같은 실행 화면이 나타난 후, Summary & Result 값이 각각의 창으로 생성됩니다.  

정 방 향 (Forward) 

 
  역 방 향 (Backward) 

 
② Summary (F3) - 시뮬레이션 계산이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이 Summary Information이라는 창이 

시뮬레이션 화면이 사라진 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Summary Information ⇒ 창 정보 

• Train Operation ⇒ 차량 운행 방식 설명 (All-Out/Coasting) 

• Direction ⇒ 차량 운전 방향 (정방향(Forward)/역방향(Backward)) 

• Precision ⇒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는 창, 조절 가능 ex)Precision:2 일 때 표정속도 → 180.95km/h 

• 정거장 개수가 많을 경우, 우측의 Scroll Bar를 이용하여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균속도는 구간별 속도의 평균 값을 의미하며, 표정속도는 구간별 총 주행 거리에 정차시간을 포함한 

총 주행 시간을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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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esult (F4) - 시뮬레이션 계산이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이 Result View 라는 창이 Summary Information 

창 뒤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Result View ⇒ 창 정보 

• Train Operation ⇒ 차량 운행 방식 설명 (All-Out/Coasting) 

• Direction ⇒ 차량 운전 방향 (정방향(Forward)/역방향(Backward)) 

• Precision ⇒ 값의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는 창, 화살표 이용하여 조절 가능 

• Result View는 단위 시간 별 속도와 거리, 전력, 가속도, 견인력, 제한 속도, 에너지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결과표입니다. TPS 3.0 Pro에서는 Station 항목을 추가하여, 단위 시간과 거리에 해당되는 

역의 이름을 함께 표시하여 무정차 정거장을 통과하는 열차의 속도와 상태를 찾기 쉽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④ Export to excel 기능 

• 이번 TPS 3.0 Pro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MS Excel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 Export to excel ⇒ Summary & Result View의 결과를 MS Excel의 테이블로 변환하여 내보내는 

기능으로서, 변환 후 MS Excel상에 추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 Export to excel ⇒ Summary Information을 MS Excel의 테이블로 변환하여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Export to excel> 과정 예시 

Export to excel 클릭하여 파일 이름 입력  파일 이름 입력 후 저장시 excel 파일로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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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rain Diagram (F5) 

열차다이아를 작성하는 기능으로, 아이콘 클릭 시 메뉴가 시작되며, 기존 창에 대해 독립적인 새로운 

창이 생성되어 그 창에서 열차다이아 작성과 관련된 메뉴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장 

열차다이아를 참고하고, 열차다이아와 관련된 기본 이론은 10장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6 Logging 

사용자의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Save log 기능을 통해 기록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Clear log 기능을 사용하여 기록을 전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록 창은 프로그램 

아래쪽에 있으며, 분리가 가능하고, 원하는 방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① Save log(Alt+S) - 사용 기록을 저장하는 기능이며, 파일 확장자명은 *.txt 입니다. 

② Clear log(Alt+L) -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사용 기록을 전체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 Log 출력 범위 :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시뮬레이션 소요 시간, 불러온 파일 위치, 저장한 

파일 위치, 표 형식의 입력을 제외한 메뉴의 입력 값 



TPS 3.0 Pro Manual 

 

 페이지 20 

5. Input 

5.1 Processing 

5.1.1 Run (F2)  

 이 메뉴는 Master에서 Processing 메뉴의 Run과 동일한 메뉴로서 데이터 입력을 Input 메뉴에서 

마치면, Run을 실행시켜 시뮬레이션 계산을 진행합니다. 러닝 화면이 나타난 후, Summary 결과 값과 

Result 값이 독립된 창으로 각각 생성됩니다. 

 

5.2 Input Editor 

5.2.1 Control (F6) 

주 메뉴에서 [Input] → [Input Editor] → [Control]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6 을 누르면 ‘Control’ 창이 

나타납니다. Control 메뉴는 차량운행방법 및 계산처리방법을 입력하는 파일로서 General, Acceleration / 

Deceleration, Operation Dat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General 

 ① Basic Unit (단위설정) 

 일반적으로 Metric단위를 많이 사용하나, US Standard 단위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사용자가 일일이 

단위 변환할 필요 없이 Basic Unit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 목 
단 위 

Metric US Standard 

최대가속도 m/s2 ft/ s2 

최대감속도 m/s2 ft/ s2 

최대 속도 km/h 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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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ime Increment (결과 값 출력 간격) 

 - 일반적으로는 설정하지 않아도 계산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지나치게 작은 값이 입력될 경우 메모리 부족으로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계산에 대한 시간 증분과 Display을 위한 시간 증분을  

조절하고자 할 때는 Time Increment에서 필요한 시간 증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 본 프로그램의 계산 방법은 시간 변화에 대한 거리, 속도, 에너지의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시간의 증분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계산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값은 계산의  

정확성과 관계가 있으며 Time Increment에 입력하면 됩니다. 시간 증분의 값이 너무 큰 경우에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시간 증분을 작게  

설정하고 노선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크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2) Acceleration / Deceleration (가속도/감속도) 

 • 최대가속도(Max Acceleration)와 최대감속도(Max Deceleration) 그리고 최대속력(Max Operating 

Velocity)을 입력합니다. 

 

3) Operation Data 

① Direction 

 - 운행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 정방향을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Forward를 클릭하고, Master File에서는 정방향의 속도제한 File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역방향을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Backward를 클릭하고, Master File에서는  

역방향의 속도제한 File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Train Operation Method 

 - 운행방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All-out Operation과 Coast Operation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ll-out Operation은 선로의 제한속도까지 최대가속도로 가속하여 주행하다가 감속하거나 정거장에  

정차할 때 최대감속도로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 Coast Operation은 경제적 운행방법으로 선로의 제한속도까지 임의의 최대가속도로 가속하여  

주행하다가 감속할 때는 최대 감속도로 운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All-out Operation / Coast Operation 

- All-out Operation 선택 시 Direction 아래의 창들은 비활성화됩니다. Coast Operation 선택 시 Direction 

아래의 메뉴가 활성화되며, 위와 같이 Acceleration (가속), Sawtooth(등속), Deceleration (감속)의 선택 

창이 생성되고,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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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leration (가속) 

- Acceleration을 선택하면, Coast Velocity Point와 Coast Drag Ratio를 입력하는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Coast Velocity Point는 가속도의 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속도점을 나타내고, Coast Drag Ratio는 

가속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위의 입력 예를 들어 설명하면, 50km/h까지는 가속도의 0.3만큼만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Sawtooth (등속) 

- Sawtooth를 선택하면, Track velocity limit와 Velocity limit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Track Velocity 

limit는 선로의 최대 제한속도에서만 타행과 역행을 반복하는 경우이고, Velocity limit는 모든 제한 

속도에서 타행과 역행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Coasting Velocity Band는 제한속도로부터 타행과 역행을 

반복하는 속도 범위의 크기를 나타내며, Coast Drag Ration는 타행과 역행 반복 시 제동력을 제어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최대 제동력으로 제동할 경우는 1.0이고 제동없이 순수하게 타행을 할 

경우에는 0을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Coast Drag Velocity의 입력 범위는 0에서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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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leration (감속) 

- Deceleration을 선택하면, Coast Operation for Decleration 창이 활성화 됩니다. 감속도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최대속도에서 Anticipatory Coast Velocity Point 까지 최대 감속도의 Anticipatory Coast Drag 

Ratio 만큼만 감속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80km/h로 주행할 때 ‘Anticipatory Coast Velocity 

Point’에 30 km/h, 'Coast Ratio'에 0.3을 입력하면, 주행속도 80 km/h에서 30 km/h까지는 주어진 최대 

제동력의 30%로 제동을 하고, 30km/h 이하에서는 실제 주어진 최대 제동력을 사용합니다.  

- Deceleration If Braker Taper Called 기능을 선택하면, Speed Percents for Braking Taper 과 Braking Rate in 

speed percents 라는 항목의 표가 활성화됩니다. Anticipatory Coast Velocity point 와 Coast Ratio의 

사용법과 동일하며, 확장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nticipatory Coast Velocity point 가 한 point에서 

하는 것이라면, Deceleration If Braker Taper Called는 여러 구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Speed Points for 

braking taper에 속도점을, Braking Rates in Speed Points에 속도점까지 운행할 제동율을 입력하면 됩니다.  

 

 
 

• Acceleration (가속), Sawtooth (등속), Deceleration (감속) 메뉴 적용 시 

- 위의 세 가지의 메뉴는 한 가지의 로직만 적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혹은 세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하여 Coast Operation 모드로 열차운전 시뮬레이션 간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TPS 3.0 Pro Manual 

 

 페이지 24 

5.2.2 Train (F7) 

 주 메뉴에서 [Input] → [Input Editor] → [Train] 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7을 누르시면 ‘Train File’ 창이 

나타납니다. Train File은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파일로 Basic, Propulsion, Train Resistances Type, 

Train Settings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Basic 

① Rotational Inertia Ratio 

 - Rotational Inertia는 차량 중량에 대한 차량 내 회전체에 의해 발생하는 회전 관성력의 비를 말합니다.   

 - 통상적으로 약 10%이며, 만약 10%인 경우 1.1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하지 않을 경우 본 프로그램 

에서는 default로 1.1이 입력됩니다. 

② Propulsion System Model Type 

 - 전기기관차(Electric Propulsion)와 디젤기관차(Diesel Propulsion)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Propulsion 

① Regenerative Braking Selection (회생제동 여부) 

 - 차량의 회생제동 이용에 관한 항목으로 회생제동의 선택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체크를 하시면 

Yes가 되고 다시 누르면 No가 됩니다. 

② Regenerative Braking Efficiency at (I, J) Point  

 - 효율 및 역률을 나타낸 행렬선도에서 X 및 Y축의 지점에서의 차량의 회생제동 효율 값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85% ~ 95%입니다. 

③ Regenerative Braking Power Factor at (I, J) Point 

 - 효율 및 역률을 나타낸 행렬선도에서 X 및 Y축의 지점에서의 차량의 회생제동 역률 값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85% ~ 95%입니다. 

④ Tractive Effort Efficiency at (I, J) Point 

 - 효율 및 역률을 나타낸 행렬선도에서 X 및 Y축의 지점에서의 차량의 견인 효율 값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85% ~ 95%입니다. 

⑤ Tractive Effort Power Factor at (I, J) Point 

 - 효율 및 역률을 나타낸 행렬선도에서 X 및 Y축의 지점에서의 차량의 견인 역률 값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85% ~ 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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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Number of Input Data for Traction/Braking Force 

 - 속도, 차량의 견인력, 제동력, RMS 전류값을 입력하여야 하며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정     의 단위 

Velocity 속도 Km/h 

Tractive Effort 견인력 (편성단위) N 

Electrical Brake 총 제동력 중 전기제동 (편성단위) N 

Friction Brake 총 제동력 중 마찰제동 (편성단위) N 

RMS Current in Traction 견인 시 소요되는 RMS 전류 A 

RMS Current in Braking 제동 시 소요되는 RMS 전류 A 

※ 견인제동력 입력 시 한 개의 모터수 기준이 아닌 한 편성 기준의 견인제동력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디젤기관차는 현재 로직 프로그램 보완 중에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디젤기관차를 전기기관차로 선택하여 시뮬레이션 하여도 결과파일에서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계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3) Train Resistances Type 

 - 일반적으로 차량의 주행저항은 열차편성을 이루고 있는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편성된 각 차종의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성에 대한 전체 주행저항 값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성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편성에 대한 전체 주행저항 값을 

적용시켰습니다. 

 - 차량의 주행저항은 상수 A, B, C의 값을 입력하면 되며, 이 상수는 주행저항식 

TR=A+BᆞV+CᆞV2에서의 계수입니다. A, B, C각각의 상수 값들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에서 많은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Davis Formula를 이용하여 간단히 구하기도 합니다. A,  B,  

C의 단위는 N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10장에 있습니다. 

 - 상수 A, B, C의 값은 터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터널이 있는 경우에도 터널의 

길이와 형상에 따라 다르므로 그에 따라 다른 값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5가지의 

주행저항계수(Type0~4)를 입력할 수 있으며, Type0은 주행저항이 1가지인 경우이며, Type4는 주행저항이 

5가지인 경우입니다. 주행저항의 수에 따라 Type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된 입력창에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주행저항의 설정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주행저항 

Type번호는 Tunnel File에 있는 Tunnel Type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4) Train Settings 

• Auto Generate Full Weight 

 - 한 사람의 무게를 정해주면 자동으로 그 무게를 승객 수에 곱하여 만차 중량(정비중량+승객중량)을 

자동으로 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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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된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한 편성의 구성은 서로 다른 차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차종의 특성은 서로 다릅니다. 차종에는 동력차, 객차, 화차, 발전차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차종의 특성마다 다르게 입력함이 원칙이지만 각 차종을 분리하지 않고 

차량편성을 하나로 모델링하여 하나의 Type으로 대입하여도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 모터수와 견인제동력과의 연계성 

- 기존 TPS 2.0 ONC에서는 Train메뉴의 [Number of Input Data for Traction/Braking Force]테이블에서 

Tractive Effort 값과 [Train settings]테이블에서 No. of motors(모터수)를 곱한 값을 자동으로 

견인제동력으로 계산하는 로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이 부분에서 호환이 매끄럽지 못하여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TPS 3.0 Pro는 이 부분의 로직이 

제외되고 견인제동력을 사용자가 한 편성의 단위로 입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모터수의 값은 단순 참고 

값으로 사용됩니다. 

 

 
 

항 목 정  의 단위 

Car Type 
차종에는 동력차, 객차, 화차, 발전차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칸입니다. 
- 

No. of Cars 
한 편성에서 선정된 Type의 차량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Type 1을 

동력차로 하였을 경우 동력차가 2량일 경우 이 값은 2가 됩니다.  
개 

No. of Motors 
한 편성에서 선정된 Type의 차량에 대한 Motor의 수를 의미합니다. 

객차에는 없고 동력차에 있습니다. 
개 

No. of Axles 
한 편성에서 선정된 Type의 차량에 대한 Axle의 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량에는 4개이지만 관절형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개 

No. of Passengers 
한 편성에서 선정된 Type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승객의 수를  

의미합니다. 
명 

Auxiliary Power 
한 편성에서 선정된 Type의 차량에 대한 보조전원의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KW 

Car Length 한 편성에서 선정된 Type의 차량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m 

Empty Weight 한 편성에서 선정된 Type의 차량의 공차중량을 의미합니다. Ton 

Full Weight 한 편성에서 선정된 Type의 차량의 만차중량을 의미합니다.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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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Station (F8) 

주 메뉴에서 [Input] → [Input Editor] → [Station]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8을 누르면 ‘Station File’ 

창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창에 정거장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① 입력 내용 항목별 설명 

항 목 정  의 단 위 

Name 정거장 이름 - 

MilePost 정거장의 위치 Km 

Dwell Time 
주어진 역에서의 정차시간을 의미하며 출발역과 종착역에서는 0으로하고 

나머지 정차역에서는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Sec 

Passenger 

Load 

Ratio 

만차시 승객하중에 대한 주어진 역에서의 승객하중의 비를 말합니다. 

‘Station File Edit’창에서와 같이 100정거장에서 30%의 승객이 탑승하여 

107정거장으로 가서 30초동안 정차하였다면, 107정거장의 Dwell Time에 

30초, Passenger Load Ration에 30%을 입력해야 합니다.  

% 

Non-Stop 무정차역을 정해주는 것으로 체크를 하시면 무정차역으로 인식 됩니다. - 

 

② Import, Export 

 - 정거장파일을 불러오기(Import)를 하거나 저장하기(Export)를 할 수 있습니다.  

 

※ 입력 Tip 

엑셀 파일에 항목 순서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 Ctrl+c(복사하기), Ctrl+v(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할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이때, 셀 지정을 한 상태에서는 한 셀에 붙여 넣을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셀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 넣기 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줄을 생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할 내용을 붙여 넣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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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Curve (F9) 

 주 메뉴에서 [Input] → [Input Editor] → [Curve]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9을 누르시면 ‘Curve File’ 

창이 나타납니다. 노선의 곡선반경 데이터를 입력하는 파일입니다. 

 

  
 

① 입력방법 (Milepost, Curve) 

 - 입력방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열차가 A역에서 C역으로 진행할 때 A역에서 B역까지의 거리가 

2.0 Km이고 Curve가 2000m, B역에서 C역까지의 거리가 0.8 Km이고 Curve가 800m라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Milepost (Km) Curve (m) 
 

 

0.0 0 

2.0 2000 

2.8 800 

 

② Import, Export 

 - 정거장파일을 불러오기(Import)를 하거나 저장하기(Export)를 할 수 있습니다.  

 

※ Curve / Grade 메뉴는 같은 메뉴 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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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Grade (F9) 

주 메뉴에서 [Input] → [Input Editor] → [Grade]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9을 누르시면 ‘Grade File’ 

창이 나타납니다. 노선의 기울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파일입니다. 

 

  
 

① 입력방법 (Milepost, Grade) 

 - 입력방법의 예를 들면 기울기는 1000분율로 표시합니다. 열차가 A역에서 C역으로 진행할 때 

A역에서 B역까지의 거리가 2.0 Km이고 기울기가 +12‰, B역에서 C역까지의 거리가 0.8 Km이고 

기울기가 –5‰라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Milepost (Km) Grade (‰) 
 

 

0.0 0 

2.0 12 

2.8 -5 

 

② Import, Export 

 - 정거장파일을 불러오기(Import)를 하거나 저장하기(Export)를 할 수 있습니다.  

 

※ Curve / Grade 메뉴는 같은 메뉴 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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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Tunnel (F10) 

주 메뉴에서 [Input] → [Input Editor] → [Tunnel]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10을 누르시면 ‘Tunnel File’ 

창이 나타납니다. 노선의 터널 존재 유무 및 종류를 입력하는 파일입니다.  

 

  
 

① 입력방법 (Milepost, Type) 

 - 터널 1, 2는 터널의 종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터널 0은 터널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차가 A역에서 C역으로 진행할 때 A역에서 B역까지의 거리가 2.0 Km이고 터널의 종류가 1, B역에서 

C역까지의 거리가 0.8 Km이고 터널의 종류가 2라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Milepost (Km) Tunnnel (Type)   

  

0.0 0 

2.0 1 

2.8 2 

 

② Type 설명 

Type은 터널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터널의 종류는 0에서부터 4까지 이며, 0은 터널이 없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터널의 종류는 Train 메뉴의 주행저항식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Type 1의 경우, 

주행저항식 2와 연동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Type에 맞는 주행저항식을 입력하여, 이 메뉴를 

사용합니다. 

 

③ Import, Export 

 - 정거장파일을 불러오기(Import)를 하거나 저장하기(Export)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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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Dead-Section (F11) 

주 메뉴에서 [Input] → [Input Editor] → [Dead-Section]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11을 누르시면 

‘Dead-Section File’ 창이 나타납니다. 

 

  
 

① 입력방법 (Milepost, Dead) 

 - 입력방법의 예를 들면 열차가 A역에서 C역으로 진행할 때 A역에서 B역까지의 거리가 2.0 Km이고 

Dead Section이 없고, B역에서 C역까지의 거리가 0.8 Km이고 Dead Section이 있다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Milepost (Km) Dead-Section  

  

0.0 0 

2.0 0 

2.8 1 

 

② Import, Export 

 - 정거장파일을 불러오기(Import)를 하거나 저장하기(Export)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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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Velocity limit (F12) 

주 메뉴에서 [Input] → [Input Editor] → [Velocity limit]을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12을 누르시면 

‘Velocity limit File’ 창이 나타납니다. 노선에 대한 속도제한을 입력하는 파일로 Velocity limit과 Auto 

Generate Fun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방향과 역방향에 따라 파일 내용이 다릅니다. 

 

  
 

① 입력방법 (Milepost, Dead) 

 - 입력방법의 예를 들면, 열차가 A역에서 C역으로 진행할 때 A역에서 B역까지의 거리가 2.0 Km이고 

Velocity Limit이 100 Km/h, B역에서 C역까지의 거리가 0.8 Km이고 Velocity Limit이 80Km/h라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Milepost (Km) Velocity (km/h)  

  

0.0 0 

2.0 100 

2.8 80 

 

② Import, Export 

 - 정거장파일을 불러오기(Import)를 하거나 저장하기(Export)를 할 수 있습니다.  

 

※ Auto Generate Func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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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Input Graph  

5.3.1 그래프 기본 기능 

 

 
 

 
 

① 제목 : 기준이 되는 값이 들어가며, 제목에 해당하는 값이 x축에 위치합니다.  

ex) Time-based graph는 x축이 time 

② Capture : 화면에 출력되는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확장자명은 *.Jpeg, *.BMP, *.PNG 입니다. 

③ 그래프 캐드 변환 : 화면에 출력되는 그래프를 캐드 형식(*.dxf)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④ 멀티 그래프 : 기준이 같은 항목을 클릭하여, 한 그래프 안에 다양한 정보를 담은 멀티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⑤ 커서 값 : 그래프 위 마우스 커서에 따라 움직이며, 커서의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합니다. 

⑥ 범례 : 그래프 아래에 나타나며, 멀티 그래프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값을 추가할 때마다 범례 또한 

증가됩니다. 

⑦ 전체 화면 : ‘제목’이 있는 바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창이 전환됩니다. 

⑧ 확대/축소 : 그래프의 위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면, 그래프는 확대 축소됩니다.  

확대/축소는 가로 방향으로만 진행되며, 그래프 아래에 스크롤바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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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Input Graph 종류별 설명 

항 목 정  의 

Velocity-based Traction/Aerodyn. Resistance, R.M.S Current, Braking Force 

Diatance-based Altitude, Radius, Tunnel, Dead Section 

 

 (1) Velocity-Traction/Aerodyn. Resistance Graph 

 - 입력 데이터의 속도에 따른 견인력과 공기에 의한 저항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 견인력 곡선과 주행저항의 교차점이 차량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출력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운행속도는 이 최대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 이루어지며 운행 최고 속도도 이 최대속도보다는 낮은 

속도입니다.  

 

 - 견인력과 주행저항에 대하여 아래쪽에서부터 기울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견인력과 각 기울기에서의 평형속도를 직접 알아볼 수 있으며 이는 각 기울기에서 등판능력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 그래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그 지점의 x축 데이터 값과, Y축 데이터 값이 표시 됩니다.  

 

※ TPS 3.0에는 멀티 그래프 기능이 추가되어 한 화면에서 다양한 그래프를 겹쳐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Input Velocity-Based Graph의 경우, Traction/Aerodyn. Resistance, RMS Current, Braking Force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그래프 위의 배너를 클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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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locity – R.M.S Current Graph 

 - 속도에 따른 R.M.S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역과 제동을 구별하여 나타냅니다.  

  
 - Train File의 Electric Propulsion Edit에서 이를 설정하면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설정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값도 현시 되지 않습니다. 

※ 그래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그 지점의 x축 데이터 값과, Y축 데이터 값이 표시 됩니다.  

 

(3) Velocity – Braking Force Graph 

 - 속도에 따른 Braking Force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파란색은 전기제동, 빨간색은 마찰제동, 총 제동력은 녹색의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 이 제동력은 노선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제동력을 표시한 것입니다. 

※ 그래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그 지점의 x축 데이터 값과, Y축 데이터 값이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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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tance – Altitude Graph 

 - 주어진 기울기에 의하여 거리에 따라서 노선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 그래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그 지점의 x축 데이터 값과, Y축 데이터 값이 표시됩니다.  

※ TPS 3.0에는 멀티 그래프 기능이 추가되어 한 화면에서 다양한 그래프를 겹쳐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Input Distance-Based Graph의 경우, Altitude, Radius, Tunnel, Dead-Section을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그래프 위의 배너를 클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Distance - Radius Graph 

 - 주어진 거리에 따라 곡선반경을 수직축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축의 길이는 곡선 반경의 크기를, 

축의 넓이는 곡선 구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 그래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그 지점의 x축 데이터 값과, Y축 데이터 값이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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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stance – Tunnel Graph 

 - 주행거리에 따른 터널의 유무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Tunnel의 타입이 0에서 4로 정의되는데, 이는 주행저항식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널이 

아닌 선로에서의 운행을 주행저항식 0이라고 정의합니다. Tunnel의 타입에 따라 0에서 4까지를 

주행저항식 1부터 5까지로 정의합니다. Tunnel의 타입을 주행저항식에 따라, 0에서 4까지로 정의하고 

적용할 경우, 그 타입에 해당하는 주행저항식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그래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그 지점의 x축 데이터 값과, Y축 데이터 값이 표시 됩니다.  

 

(7) Distance – Dead Section Graph 

 - 주행거리에 따른 Dead Section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그래프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그 지점의 x축 데이터 값과, Y축 데이터 값이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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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utput 

시뮬레이션 실행 후 결과 값을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TPS 3.0 Pro의 경우, 결과 값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그래프로 출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과 비교하여, 그래프의 정확성과 

다양한 출력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며, 확대 축소를 비롯한 그래프 인터페이스가 월등히 개선되었습니다.  

 

6.1 Output Graph 

Output Graph는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점으로 표현하고 점끼리 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출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적 근거는 Result View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이 되는 

x축의 값에 따라 Time-based graph, Distance-based graph, Velocity-based graph로 나뉩니다.  

항 목 정  의 

Time-based Distance, Velocity, Energy Consumption, Accel/Decel, Traction/Braking Force, Max. Velocity 

Distance-based Velocity, Accel/Decel, Energy Consumption, Max. Velocity, Traction/Braking 

Velocity-based Accel/Decel 

 

6.1.1 Time-based graph 

① 기본 설명 

 
• Time-based graph는 그림과 같이 Output 메뉴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하는 그래프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istance, Velocity, Energy Consumption, Accel/Decel, Traction/Braking Force, Max. Velocity 

② Time-Distance graph 

 
• 주행 시간에 따른 주행거리(누적거리)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그래프 상단의 항목들을 클릭하여 한 그래프 안에 여러 결과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멀티 그래프) 

• [Capture]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확장자명은 *.Jpeg, *.BMP, *.PN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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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ime-Velocity Graph 

 

 
• 주행 시간에 따른 주행 속도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빨간색 - 제한 속도, 파란색 - 주행 속도 

• 범례는 그래프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우스 커서에 따라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Time-Energy Consumption Graph 

 

 
• 주행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각 정거장의 위치는 거리에 비례하여 그림 상단에 표시됩니다. 

•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모는 그림에서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데,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제동에 의한 회생에너지의 생성 때문에 소비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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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Time – Accel/Decel Graph 

 
 

• 주행 시간에 따른 가속도와 감속도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각 정거장의 위치는 거리에 비례하여 그래프 위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 값이 가속도이며, (-) 값이 감속도입니다. 

• 가, 감속도의 값은 Control메뉴에서 입력한 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⑥ Time – Traction/Braking Force Graph 

 
 

• 주행 시간에 따른 견인력과 제동력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각 정거장의 위치는 거리에 비례하여 그래프 위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값은 견인력, (-)값은 제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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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Time - Max. Velocity Graph 

 
 

• 정지된 차량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지하기까지의 시간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파란색이 정지에서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빨간색이 최대 속도에서 정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6.1.2 Distance-based graph 

① 기본 설명 

 

 
 

• Distance-based graph는 그림과 같이 Output 메뉴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하는 그래프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Velocity, Accel/Decel, Energy Consumption, Max. Velocity, Traction/Brak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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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istance - Velocity Graph 

 
 

• 주행 거리에 따른 속도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각 정거장의 위치는 그래프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범례는 그래프 아래쪽에 있고, 커서에 따라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빨간색은 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파란색은 거리에 따른 주행 속도를 나타냅니다.  

 

③ Distance - Accel/Decel Graph 

 
 

• 주행 거리에 따른 가속도와 감속도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각 정거장의 위치는 거리에 비례하여 그래프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 값이 가속도이며, (-) 값이 감속도입니다. 

• 가, 감속도의 값은 Control메뉴에서 입력한 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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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Distance - Energy Consumption Graph 

 
• 주행 거리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각 정거장의 위치는 거리에 비례하여 그림 상단에 표시됩니다. 

•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모는 그림에서 거리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데,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제동에 의한 회생에너지 생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⑤ Distance - Max. Velocity Graph 

 
• 정지된 차량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까지 이동한 거리와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정지 상태에서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고, 빨간색이 최대 속도에서 정지 상태까지 감속하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 이 그래프를 통하여 일반 평탄선로에서 주어진 주행저항의 형태와 견인력에 따라 가속 시 어떠한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과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감속 시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제동 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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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Distance - Traction/Braking Force Graph 

 
• 주행 거리에 따른 견인력과 제동력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각 정거장의 위치는 거리에 비례하며 그래프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값은 견인력, (-)값은 제동력입니다 

 

6.1.3 Velocity-based graph 

① 기본 설명 

 
• Velocity-based graph는 그림과 같이 Output 메뉴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하는 그래프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Velocity - Accel/Decel Graph 

 
• 속도 증가에 따른 가속도와 감속도의 변화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 차량의 특성을 통해 가속력과 감속력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에 유용합니다. 가속도의 경우, 

정지상태에서 가속에 의하여 어떠한 속도까지 도달하는데 가속도의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감속도의 경우, 속도에 따라 감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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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uto Velocity Limit  

7.1 개요 

- Auto Velocity Limit는 기울기와 곡선 반경, 분기기 등의 속도를 제한하는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을 

통해 자동으로 제한 속도 값을 산출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TPS 2.0에서는 사용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계산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산출하는 과정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TPS 3.0 Pro에서 이 기능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분기기에 의한 제한속도 조건 입력 기능을 추가하여, 분기기 구간과 그 분기기에 의한 

제한속도 값을 입력하게 하였고, 계산시 입력한 분기기 조건을 고려하게 하였습니다. 

- 기울기 조건과 곡선 반경 조건 등의 입력 방식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 >=, > 

비교 부호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입력 시에 값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Auto Velocity Limit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 속도 값을 Velocity Limit 창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Import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 작성해 놓은 제한 속도 값을 불러올 수도 

있고, Ctrl+C와 Ctrl+V를 이용하여 값을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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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세부 설명 

 
① Description(설명): Velocity limit을 설명을 기입하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간단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Grade Condition: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하기울기 기준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시작점의 속도 값은 

0으로 하고, 도착점의 속도값은 해당 분기기에 따른 제한 속도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5‰에서 -12.5‰ 사이에서 150km/h의 제한 속도를 가질 때는 -12.5 

<= < -5 150 또는 -5> >= -12.5 150을 입력합니다. 

 

③ Turn-Out: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분기기 기준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Milepost에는 분기기의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하고, Velocity에는 분기기를 통과하는 속도 값을 입력합니다.  

 

④ Curve Condition: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곡선 반경 기준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열차운전 시행세칙의 기준을 참고하며, 입력 방법은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조건을 입력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제한 속도 값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⑤ Run: 조건에 따라 제한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⑥ Velocity Limit: 계산이 완료되면, 조건에 맞는 제한 속도 값이 생성됩니다. 조건과 제한 속도는 

Import기능을 통해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Export 기능으로 엑셀 파일로 

변환가능 합니다. 조건이 같은 두 프로젝트에서는 조건을 엑셀 파일로 변환한 후, 

Import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PS 3.0 Pro Manual 

 

 페이지 47 

8. 열차다이아(Train Diagram) 

8.1 개요 

이번에 새롭게 TPS 2.0 ONC 프로그램을 TPS 3.0 Pro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추가된 기능으로서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열차다이아(Train Diagram)를 기본적인 작성 

조건들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가진 부분입니다. 

 

먼저 열차다이아란 Train Diagram의 약칭으로, 횡축에 시간을 종축에 거리를 표시하는 거리-시간 

곡선으로 시간적 추이에 의한 열차운행도표를 도시화한 것으로 각 열차상호간의 관계를 일목요연 하게 

표시한 선도로 열차 운전운영계획과 운전정리 취급상에 가장 편리한 것으로 열차의 운전계통, 열차종별, 

운전구간, 정차 정거장, 유효 시간대, 열차배열, 견인정수, 편성수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열차 운전 

시뮬레이션(TPS)을 통하여 운전시분을 계산하여 정확한 열차다이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열차다이아는 시각의 눈금과 구성 방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구분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 성 

시각의 눈금에 

따른 분류 

1시간목 다이아  • 눈금이 1시간 단위인 다이아로서 임시/정기열차 계획에 사용 

10분목 다이아  • 눈금이 10분 단위인 다이아로서 열차운행회수가 많을 때 사용   

2분목 다이아  • 눈금이 2분 단위인 다이아로서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1분목 다이아  • 눈금이 1분 단위인 다이아로 열차밀도가 높은 수도권열차에 사용 

구성 방법에  

따른 분류 

넷(Net) 다이아  • 망(網)눈금으로 구성되어있고, 단선운전구간에서 주로 사용  

평행 다이아  • 열차다이아 설정상 열차선이 평행하도록 열차를 설정 

규격 다이아  • 열차다이아 설정상 일정한 표준규격을 정해 놓고 열차를 설정   

이처럼 열차다이아에는 그 종류가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관계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 

이면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2분목 + 규격다이아를 적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열차다이아 구성 시에 수송수요를 기초로 하여 열차운행회수 및 운전시격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열차운전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구간별 운행시분과 표정속도의 기초가 됩니다. 

이 외에도 본 프로그램은 선로 특성(단선/복선), 최소운전시격, 구간별 운행시분 여유율 및 30초/1분 

단위 보정, 부본선 및 부분 단선/복선, 영업운전시간, 열차 출발시간 및 출발/도착역 ,시간대별 운전시격 

및 운행회수, 선종류(두께, 치수, 모양)의 설정이 가능하여 상세한 다이아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새롭게 추가된 열차다이아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열차운영계획 수립 시 

중요도가 높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과업에 효율적인 

열차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 분 특 성 

열차운행 타당성  • 산정된 운행회수 및 운전시격을 적용하여 운행 가능 여부 검토 

열차 편성수  • 열차운행적용노선에 몇 대의 편성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검토 

열차경합 발생여부  • 저속열차와 고속열차의 노선구간내에 충돌 여부 검토 

부본선 필요 유무  • 열차경합시 열차대피를 위한 부본선의 유무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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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열차다이아 구성 

 (1) Train Diagram (Generate Diagram) 

 

⇒ 

- 주 메뉴에서 Train Diagram (Generate Diagram)을 클릭하여 → Diagram Editor를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F5을 누르시면 ‘Diagram Editor’ 창이 나타납니다. 

 

 (2) Diagram Editor 

 
1) 메뉴 

 -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이루는 기본적인 기능인 Open(열기), Save(파일저장), Close (나가기)로 

구성되었고, `Draw(실행)`는 `Run(실행)`과 동일하게 열차다이아를 실행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기본설정 

 - 열차다이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선 및 정거장의 조건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① 설명 

 • 열차다이아의 제목을 입력해주는 부분입니다. 

② 단선/복선 

 • 노선의 선로상태를 입력해주는 부분으로 선로의 특성에 따라 단/복선을 구분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최소운전시격 

 • 선로의 폐색구간을 고려하여 두 대의 열차 사이에 적용될 최소의 시간 간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최소 

운전시격보다 적은 시간 사이에 두 대의 열차가 운행될 경우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회복여유율 

 • 구간별 운전시분에 여유율을 적용하여 보정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임의의 구간의 운행시분이 

`2.57` 분일때, 회복 여유율을 8%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78`분으로 보정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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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시간보정 

 • 다이아 작성시 Master File 구간별 운행시분 결과값에 30초나 1분 단위로 보정(무조건 올림)해주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운행시분이 3.45 분이면 30초 보정시는 `3.50` 분, 1분 보정시는 `4.00` 분이 됩니다.  

 

⑥ 정거장 데이터 입력 

 

⇒ 

 
• 정거장 데이터 입력은 `정거장 데이터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하는 방법과 오른쪽 개별설정에서 마스터 

파일을 불러오시면 기존 `Station` 정보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거장의 부본선의 

유무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 기존 TPS 2.0 ONC 프로그램에서는 무정차 정거장은 입력하지 않았으나 이번 TPS 3.0 Pro에서는 

무정차 정거장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므로 열차다이아 생성시 기본적으로 정거장이 동일한 파일들로만 

운행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Input 에서 Station 정보 입력시 고려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⑦ 부분 단선/복선 설정 

 

⇒ 

 
• `부분 단선/복선 설정` 입력은 단일노선의 전구간이 단선 혹은 복선 구간이 아닌 단선구간 일부분에 

복선구간이 있을 경우나, 복선구간 일부분에 단선구간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며 그 구간의 시작 및 

끝지점을 입력하고 단/복선 여부를 체크하시면 열차다이아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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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설정 

 - 열차다이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열차 운행 조건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① 마스터 파일 

 

⇒ 

 
• Coasting을 적용한 Master File을 불러오는 기능으로 마스터 파일의 오른쪽 옆에 위치한 `+,-`를 

클릭하여 마스터 파일을 불러오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파일명은 `Train 

File`의 `Description`에 입력된 파일명으로 설정되며 운행방향도 자동으로 입력되어 설정됩니다.  

※ 단, 본 프로그램의 다이아작성 기능은 각각의 열차가 동일한 노선의 상이(급/완행)한 운행방식만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성능은 다르더라도 운행노선 정거장의 정보가 일치하는 마스터 

파일들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② 열차명 

 • 불러온 마스터 파일의 이름을 변경 해주는 기능으로 열차다이아 범례에 표시됩니다. 

 

※ 기본적으로 운행방향(정방향, 역방향)은 마스터파일을 불러오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므로 동일열차 

회차로직을 설정하려면 열차명을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열차명이 동일한 파일들만 회차가 이루어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열차성능이 

상이한 두 대의 열차가 같은 노선에 운행할때에 `열차명` 맨 앞에는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EMU180완행 EMU180완행 EMU120완행 EMU150완행 

회 차 가 능 (동일열차로 인식) 회 차 불 가 능 (동일하지 않은 열차로 인식) 

 

③ 영업운전시간 

영업운전시간 입력 예시 #1 

05시 출발 24시 이전 종료 시  

⇒ 

05시 출발 24시 이후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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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운전시간 입력 예시 #2 

마지막 운행 열차 23시 도착 설정 시   마지막 운행 열차 23시 출발 설정 시  

 

⇒ 

 
• 열차가 일일 운행하는 영업운전시간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익일`을 체크하시면 24시간 이상을 

운행하는 다이아 설정이 가능하며, 영업종료시간에 마지막 운행하는 열차가 종점역에서 `출발` 또는 

`도착` 하는 부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영업운전시간 설정에 따라 `열차 스케줄 편집` 창에 시간이 

설정됩니다. 

 

④ 출발시간 

 • 영업운전시간에서 입력한 영업시작시간에서 실질적인 첫 열차의 출발시간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⑤ 출발역, 도착역 

 • 열차의 출발역 및 도착역을 지정해 주는 부분으로 전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만을 반복 운행하는 

열차를 다이아에 반영할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⑥ 선종류 

 • 다이아 작성시 열차종류별로 선의 색깔과 두께, 종류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⑦ 열차 스케쥴 편집 

열차스케쥴 편집 입력 예시 

좋은 예(Good)  나쁜 예 (Error) 

 

⇒ 

 
• 영업운전시간에서 설정한 운행시간의 시간대별로 열차 운전시격 및 운행회수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시간대별 운전시격 및 운행회수 입력 시 운행회수와 운전시격의 곱은 60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간 기준으로 운행회수가 6회이고 운전시격이 10분이면 두 개의 곱이 60이 되어 

운행이 가능하지만 운행회수가 7회이고 운전시격이 10분이면 두 개의 곱이 70이므로 한 시간(60분)내 

운행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Error`로 인식하므로 정확한 입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⑧ 요약 정보 확인 

 • Master File 구간별 운행시분에 30초 또는 1분 보정하여준 결과값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단, 요약 정보 확인 에서 나타나는 운행시분은 정차시간을 제외한 구간별 운행시분에 회복 여유율 

(%)과 결과시간 보정(30초 또는 1분) 값을 적용한 운행시분 결과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열차다이아 

선도를 생성시에는 정차시간이 포함된 운전선도로 작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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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agram 

1) Draw 

 - 위에 조건을 입력한 후 `Draw(실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다이아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다이아가 아닌 정확성 검토 및 회차 설정을 거치지 않은 다이아입니다. 

열차다이아 생성 예시 

 
2) 기본기능 

• 마우스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 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다이아 관련 메뉴들이 설정되어 있어 수정 및 인쇄, 출력(Plot)이 가능합니다. 

• 수정메뉴를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회차시간 설정으로 열차의 운행편성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AutoCAD와 호환이 가능하여 AutoCAD상에서 추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 개별설정 메뉴에서 입력한 Master File 열차명에 맞추어 범례가 생성,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 됩니다. 

• 다이아의 왼쪽에는 정거장명과 역간거리가 표시되고, 아래쪽에는 시간 정보가 표시 됩니다. 

• 다이아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그 구간의 시간과 속도가 화면 왼쪽 아래 부분에 표시 됩니다. 

• 다이아에서 임의로 하나의 선을 클릭하면 정거장별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및 수정 메뉴 

 
- 다이아가 생성되면 위에 그림의 메뉴들을 이용하여 문제점에 대한검토 및 수정을 시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이아 검토 메뉴가 `교차 체크`, `최소 운전시격 체크`, 영업운전시간 체크`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의 수정이 완료된 후에 `회차설정` 메뉴를 이용하여 `회차시간`을 

설정하면 이에 따라 회차가 설정되고 운행편성수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검토메뉴인 `교차 체크`, `최소 운전시격 체크`, 

영업운전시간 체크` 과정에서 생성된 다이아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 다이아를 수정할 수 있는 `충돌 

수정`, `열차이동`, `정류장 대기 시간값 수정`, `전체 다이아 그램 이동` 기능들을 이용하여 정확한 수정을 

하셔야 문제점이 없는 확실한 다이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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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apture, Print 

• 생성된 다이아의 일부분만 `Capture` 하거나 전체를 `Print(Plot)` 하는 기능입니다.  

 

② Undo 

•다이아 수정 시에 사용하는 부분으로 한 단계 되돌릴수 있는(Ctrl+Z) 기능입니다.  

 

③ 교차(충돌) 체크 

 • 이 부분은 열차의 교차(충돌) 발생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교차 체크`를 클릭하면 교차 

미 발생시 `교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라는 알림메세지가 생성되고 이 때에는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교차 발생시에는 교차되는 부분이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교차(충돌) 미 발생 및 발생시 예시 #1 

좋은 예(Good) 

 

⇒ 

나쁜 예(Error) 

 

 

교차(충돌) Error 발생시 수정 방법 예시 #2 

1. 교차 확인 및 수정 

⇒ 

2. 충돌 수정 

⇒ 

3. 충돌 수정 완료 

     
• 교차 확인 및 수정 

 - 교차 발생시 `십자가` 모양으로 충돌 지점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수정을 위하여 `십자가`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충돌 수정`이라는 창이 생성되고 수정을 시작합니다.  

 

 • 충돌 수정 

 - `충돌 수정`이라는 창이 생성된 후 교차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열차 선택`은 두 대의 열차 중 대피하지 않을 열차를 선택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열차와 저속 열차 교차시 저속열차를 대피시키려면 `우선 열차 선택`에서 고속열차를 선택하고 

고속열차를 대피시키려면 저속열차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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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피 정거장 선택`은 `기본설정-정거장 데이터 입력`에서 부본선이 있는 정거장으로 선택한 정거장에 

열차를 대피시키는 기능으로 교차지점에서 가까운 부본선이 있는 정거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대피 시간 설정`은 부본선이 있는 정거장에서 두 대의 열차가 교차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부본선이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에서 두 대의 열차가 만나기 전과 후의 시간을 설정해 주는 부분으로서 쉽게 

말하면, 만약 저속열차와 고속열차 교차시 저속열차가 대피한다고 하면 저속열차가 부본선이 있는 

정거장에 먼저 도착한 후에 `00분(before)`후에 고속열차가 부본선이 있는 정거장에 도착하는 시간과 

고속열차가 부본선이 있는 정거장에서 출발한 후 `00분(after)`이 지난 후 저속열차가 출발하는 시간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 `같은 패턴 모두 수정`은 운전시격과 운행회수가 시간대별로 동일할 때 같은 패턴의 교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수정해주는 기능입니다. 

 

• 충돌 수정 완료 

 - 수정이 완료 되면 위의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생성되고, 수정한 부분의 최소 운전시격을 검토합니다. 

수정을 완료한 후 `최소 운전시격 체크`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 본 프로그램의 단선/복선 로직은 기본적으로 정거장내(정차포함)에서는 열차 교차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었고, 최소운전시격은 단선/복선 모두 정거장내에서도 지켜지도록 설정되었으므로 `충돌 

수정`, `열차이동`, `정류장 대기 시간값 수정`을 하실 때 최소운전시격을 고려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교차 수정 후 최소운전시격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수정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교차(충돌) Error 발생시 수정 후 최소운전시격(2분일때) Error 발생시 수정방법 예시 #3 

1. 최소운전시격 확인 및 수정 ⇒ 2. 정류장 대기 시간값 수정 ⇒ 3. 최소 시격 수정 완료 

 

⇒ 

 

⇒ 

 

• 최소운전시격 확인 및 정류장 대기 시간값 수정 

 - 교차 발생 수정 후 `최소 운전시격 체크` 클릭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시격체크` 라는 에러메세지가 

발생합니다. 이 때의 수정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설정에 입력한 최소운전시격의 값을 

변경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정류장의 대기 시간값을 최소운전시격에 맞추어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할 선을 클릭하면 `정류장 대기 시간값 수정` 기능이 생성되고 수정을 합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기시간을 2분 감소할때는 `-2`를 입력하고, 2분 증가할때는 `+2`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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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시격 수정 완료 

 - 수정이 완료 되면 위의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생성되고, 그 다음 단계인 `최소 운전시격 체크`를 

검토합니다.  

④ 최소 운전시격 체크 

 • 이 부분은 `기본설정-최소운전시격`에서 입력한 두 대의 열차 사이의 최소 시간 간격이 생성된 다이아의 

조건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선로의 폐색구간처럼 한 열차만이 운행할 

수 있는 구간에 다른 열차가 들어와 운행에 지장이 발생될 것을 고려하여 간격을 유지해 주는 부분입니다. 

 

 • 단선일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 간격이 최소운전시격보다 작을 경우, 복선일 때 동일한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 간격이 최소운전시격보다 작을 경우 `Error`가 발생합니다. 

 

 • `최소 운전시격 체크`를 클릭하여 모든 열차가 최소운전시격 이상이면 `모든열차가 최소시격 

이상입니다` 라는 알림메세지가 생성되면 다음단계로 진행을 하고, 최소운전시격 이하인 부분이 발생하면 

`시격체크` 라는 메시지가 생성되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최소 운전시격은` 본 프로그램의 전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능으로 `개별설정-열차 스케쥴 

편집`에서 운전시격 입력시 최소운전시격보다는 큰 수를 입력해 주셔야 문제가 발생치 않습니다. 

 

최소운전시격 4분일 때 Error 발생 예시 #1 

단선  복선 

 

⇒ 

 

 

최소운전시격 Error 발생시(단선) 수정 방법 예시 #2 

1. 최소운전시격 발생 확인  2. 열차 이동 수정  3. 수정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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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전시격 Error 발생시(복선) 수정 방법 예시 #3 

1. 최소운전시격 발생 확인  2. 열차 이동 수정  3. 수정 완료 

  

⇒ 

 

⇒ 

 

• 최소운전시격 발생 확인 

 - 최소운전시격 `Error` 발생구간에는 하얀 말풍선 모양에 `시격체크` 라는 메세지가 생성됩니다 

 

 • 열차 이동 수정 

 - 최소운전시격내에 위치한 선을 클릭하면 `열차이동`이라는 메뉴창이 생성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여 

선의 출발시각을 조정하여 수정을 합니다. `열차이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을 2분 앞으로 

보낼때는`-2`를 입력하고, 2분 후로 보낼때는 `+2`를 입력합니다. 

 

• 수정 완료 

 - 수정이 완료 되면 위의 그림과 같으며 다음 검토 단계인 `영업운전시간 체크` 단계로 넘어갑니다. 

 

⑤ 영업운전시간 체크 

 • 이 부분은 `개별설정-영업운전시간`에서 입력한 한 대의 열차 일일 운행시간을 지정해주는 부분으로 

영업운전시간이 05시부터 01시라고 가정하면 모든 운행열차가 01시까지 도착하는 열차의 설정을 원하면 

`도착`을 설정하고, 01시 넘어서 출발하는 열차의 설정을 원하면 `출발`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영업운전시간 설정 예시 #1 

일일 영업운전시간 00시~01시까지 도착 설정시 (운전시격2분, 운행회수 30회일 때) 

 

¢¡ 

 

• 위의 예시 #1와 같이, 01시까지 도착 설정시 출발은 01시 이전에 가능하지만 도착하는 열차들의 운행종료 

시간이 01시를 초과하므로 화면 하단에 `23개의 운행시간이 벗어났습니다`라고 `Error` 메시지가 생성되며 

영업운전시간을 초과하는 열차들의 선이두껍게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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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상황 발생시 수정방법은 아래 예시 #2와 같이 설정을 변경하시면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지만   

01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다이아를 작성하셔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운행회수를 줄이거나 첫 열차의 

출발시각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영업운전시간 설정 예시 #2 

일일 영업운전시간 00시~01시까지 출발 설정시 (운전시격2분, 운행회수 30회일 때) 

 

⇒ 

 
• 만약 `교차체크`와 `최소운전시격 체크`를 한 후 전체 출발시간을 조정하려면 기본 및 개별설정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이렇게 되면 `교차체크`와 `최소운전시격 체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전체운전시간 조정`이란 메뉴를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영업운전시간 설정 예시 #3 

1. 출발시간 조정  2.전체 다이아그램 이동  3. 수정 완료 

 

⇒ 

 

⇒ 

 
• 출발시간 조정 

 - 위의 예시 #3과 같이 00:10에 첫 열차가 출발하는 다이아그램에서 `교차체크`와 `최소운전시격 

체크`로 인하여 수정이 많이 된 상태라면 `전체 다이아그램 이동`을 클릭하여 다이아 전체를 이동합니다. 

 

 • 전체 다이아그램 이동 

 -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이아 전체를 2분 앞으로 보낼때는 `-2`를 입력하고, 2분 후로 보낼때는 

`+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첫 열차의 출발시간이 변경되면 전체적으로 다이아 이동이 이루어 집니다. 

 

 • 수정완료 

 - 수정이 완료 되면 `교차체크`와 `최소운전시격 체크`를 다시 한번 체크 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시 

다음  단계인 `회차 설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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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차 설정 

 • 이 부분은 열차의 편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회차시간에 대한 정확한 입력이 필요하며 열차 

종류별로 회차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회차 설정 예시 #1 

1. 문제점 최종 검토 및 회차 시간 입력 

 
 

2. Processing 

 
 

3. 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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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최종 검토 및 회차 시간 입력 

 - 회차 설정 이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차체크`, `최소운전시격 체크`, `영업운행시간 체크`를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을 마친 후 `회차 설정`을 클릭합니다. 회차구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어진 

운행시분을 기준으로 회차시간을 입력하여 주시면 자동으로 회차로직이 완성됩니다.  

  

• Processing 

 - 회차시간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각 열차들의 회차시간에 맞추러 회차로직을 

구성하는데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본 화면을 통해 

프로그램의 회차로직 구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정 완료 

 - 설정이 완료 되면 파란색, 빨간색 화살표로 입/출고되는 편성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차는 주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전체적인 운행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⑦ AutoCAD 내보내기 

 • 이 부분은 본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열차다이아를 AutoCAD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AutoCAD 내보내기 예시 #1 

1. AutoCAD 내보내기 클릭 

¢¡ 

2.파일지정 클릭 

¢¡ 

3. AutoCAD 파일 생성 

    
 

• AutoCAD 내보내기 

 - `AutoCAD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Export to AutoCAD`창이 생성됩니다. 

 

 • 파일 지정 클릭 

 - 위의 창에서 `파일 지정`을 클릭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생성되고 파일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Export to AutoCAD`창에 파일 지정경로가 생성됩니다. 지정경로를 확인하신 후 저장을 

누르시면 파일이 저장됩니다.  

 

  • AutoCAD 파일 생성 

 - 저장이 완료되면 지정한 경로의 폴더에 들어가시면 입력하신 파일이름으로 확장자 `DXF File`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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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체보기, 교차위치 표시 

 • 이 부분은 본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열차다이아를 확대 및 축소하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전체보기는 생성된 열차다이아의 전체를 한 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 교차위치 표시 

 
 

⑨ 시간대별 확대 기능 

• 이 부분은 확대하여 보고 싶은 시간대를 확대하여 한 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4) AutoCAD 활용하기 

 - 위와 같은 순서에 `DXF File` 형식의 다이아가 생성되면 AutoCAD 내에서 추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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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환성 

9.1 개요 

 TPS 3.0 Pro는 이전 버전의 TPS 2.0 ONC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기능을 개선하고, 열차다이아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TPS 2.0에서 사용한 파일들과의 호환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2.0에서는 존재하였지만 3.0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능들과, 3.0에서는 추가되었지만 2.0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능들 때문에 어느 정도 호환을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호환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2.0 파일을 3.0에서 사용할 경우 필요한 작업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9.2 TPS 2.0과 TPS 3.0 호환성 관계 설명 

TPS 2.0 마스터 파일은 TPS 3.0과 일부 호환 가능하나, TPS 3.0 마스터 파일은 TPS 2.0과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TPS 2.0의 All-out 기능은 TPS 3.0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Coasting의 경우는 호환이 불가능하며, TPS 3.0 마스터 파일의 경우, 파일의 형식이 

2.0과 다르기 때문에 2.0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9.3 2.0 파일 불러오기 

TPS 2.0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마스터 파일을 불러와서 결과를 얻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TPS 2.0의 낱개 파일들을 재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짧은 시간 결과만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고, 두 번째 방법은 상세한 정보를 

얻고, 열차다이아에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환이 되지 않아 그래프나 결과에서 

사소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마스터 파일만 불러오기 

  

•파일 불러오기 

[Master] → [Open] → [2.0master파일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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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실행하기 

[Master] → [Run] → [Summary], [Result] 

 

② 낱개 파일 재입력하기 

 

 

•새 파일 생성 

[Master] → [New] 

⇓ 

  

•정보 입력 

[Contorl] → [Import] → [파일형식 변경]  

→ [TPS 2.0 Control Data] → [TPS 2.0 

Control 파일열기(확장자:*.con)] 

※같은 방식으로 Train(*.trn), Station(*.stn), 

Curve(*.crv), Grade(*.grd), Tunnel(*.tun), 

Dead Section(*.des), Velocity Limit(*.spd) 

파일 열기 

⇓ 

 

•시뮬레이션 실행하기 

[Master] → [Run] → [Summar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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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초 이론 

 10.1 개요 

 본 프로그램은 차량 및 노선에 따른 세부적인 데이터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견인력, 제동력, 중량, 주행저항, 효율, 역률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차량의 기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TPS 3.0 Pro의 경우, 열차다이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선 특성의 경우에도 곡선, 기울기, 터널 등 차량 주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계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갈망하시는 

사용자는 11.2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2 주요 이론 및 용어 설명 

10.2.1 Newton의 제2법칙 

  물체에 힘을 가하면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이 물체의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속도는 작용력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Newton의 제2법칙이며, 일명 가속도의 법칙이라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Newton의 제2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량의 기본 운동 방정식을 

도출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M : Mass of Trainset (Kg)                        • x : Inertia Factor 

 • v : Velocity of Trainset (Km/h)                    • t : Time (Sec) 

 • F : Tractive Effort of Trainset (N)                  • B : Braking Force (N)  

  • Rr : Train Resistance (N)                         s• Rg : Gradient Resistance (N) 

• Rt : Tunnel Resistance (N)                        • Ra : Accelerational Resistance (N)  

• Rs : Starting Resistance (N)                       • Rc : Curve Resistance (N) 

 

 10.2.2 운행방식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운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All-out Operation: 열차가 정지 상태에서 선로의 제한 속도까지 최대 가속도로 가속하여 주행하다가                         

제한 속도에 도달해서는 등속으로 주행하고, 정지 상태까지 최대 감속도로 감속                          

하는 운행 방법, 열차의 최대 성능 적용 

 2. Coasting Operation: 열차가 가속, 감속, 등속 구간에서 감․가속도를 조절하여 운행하는 방법 

                       설정 값을 조절하여 실제 운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운행 

 ※ 비교  

구분 경제적 소요 시간 소요에너지 실제상황 비고 

All-out 불리 적음 많음 이격 
열차 성능  

비교에 유리 

Coasting 우수 많음 적음 근접 
실제 운전운영 

계획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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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회전 관성 (Rotational Inertia)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직선운동을 하는 물체는 계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력이   

열차 운행시 회전축을 중심으로 계속 회전하려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회전 관성이라고 하   

고, 그 힘을 회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10.2.4 고도계산 

 다음의 식으로 계산 됩니다.  

g(i+1) = g(i) + [d(i+1)-d(i)] X a(i) 

g(i+1) : Altitude in (i+1) Point                         g(i): Altitude in i point 

d(i+1) : Distance from Start Point to i+1 Pointd(i)   s  d(i): Distance from Start Point to i Point 

a(i)   : Grade in i Point 

                   

 

10.2.5 힘의 단위(N) 

N, 뉴턴(Newton)은 SI 단위계에 따른 힘의 단위입니다. 뉴턴이란 이름은 고전역학에서 큰 업적을 세운 

아이작 뉴턴(Sir Isaac Newton)을 기념하기 위해서 따왔습니다. 1N(뉴턴)은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를 

1m/ s 만큼 가속 시키는 데에 필요한 힘으로 정의됩니다. 이 물리량의 단위는 SI 기본 단위로 kg ∙ m ∙s2이 됩니다     
      =   ∙ / 
두 물체가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무게로 정의되기 때문에, 뉴턴은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1kg의 

질량은 지구 표면에서 9.80665N의 무게를 갖습니다. 반대로, 1N은 약 102g의 질량을 가진 물체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10.2.6 회생 제동 (Regenerative Braking) 

 차량을 감속할 때, 차량의 바퀴에 의하여 주전동기를 역구동하여 발전을 시킴으로써 제동하는 

방식이며, 생성된 전력은 전차선을 거쳐서 다른 역행하는 전기차량에서 소비시키든가 또는 변전소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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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역률 (Power Factor) 

 역률이란, 교류회로에서 유효전력과 피상전력(皮相電力)과의 비를 의미합니다. 직류회로에 있어서 

전압과 전류와의 곱이 전력이 되나, 교류회로에 있어서는 전류와 전압의 실효치와의 곱이 반드시    

전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교류회로에 있어서는 전압과 전류와의 곱을 피상전력이라 하고, 이에 역률   

을 곱해야 비로소 전력이 됩니다. 교류회로에 있어서는 전압이나 전류는 정현파 모양으로 변동하여 양   

자의 정현파 위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상각의 차이를 φ로 표시하고, 전   

압을 V, 전류를 I 로 하면, 유효전력은 VI cos φ로 됩니다. 피상전력은 VI 이므로, 유효전력을 피상전력   

으로 나눈VI cos φ/VI = cos φ가 역률이며, 보통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φ=0이면cos φ=1이되어 전력   

은 최대가 됩니다. 즉, 역률은 최고가 1이고 최저는 0입니다. 

 

10.3 차량의 기본 운동 방정식 

 차량의 기본 운동 방정식은 Newton의 제2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  ∙      : 힘, : 질량, : 가속도 ( + )  =  − ( +  +  +  +  +  + ) 
• M : 편성의 중량 (Kg) 

• x  : 회전 관성 계수 

• v  : 열차의 속도 (km/h) 

• t  : 시간 (Sec) 

• F  : 견인력 (N) 

• B  : 제동력 (N) 

• R : 열차저항 (N) 

• R : 기울기 저항 (N) 

• R : 터널저항 (N) 

• R : 가속저항 (N) 

• R : 출발저항 (N) 

• R : 곡선 저항 (N) 

위의 식을 기본으로 오일러(Euler) 방법을 이용하여 각 시간에서의 속도, 거리, 에너지를 아래 표와 같이 

적분하여 구합니다.  

항 목 정 방 향 역 방 향 비 고 

속 도  =  +  ∙   =  −  ∙   

거 리  =  +  ∙ ( + )   =  −  ∙ ( + )   

에너지  =  +  ∙   =  −  ∙   

 

10.4 운행 패턴 
차량이 노선을 따라 운행할 때 주어진 노선을 최소의 시간 내에 최소의 에너지로 운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소모에너지와 운행시간과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운전방법을 효율적으로 결정하여 

두 개의 최적 대안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운행패턴은 크게 최고속도 운행(Maxim 

Operation), Coasting Operation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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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최고속도 운행(Maxim Operation) 

역간 거리를 차량이 주행할 때 두 역 사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최대가속, 최대 제동 값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두 역 사이를 주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는 

많고, 주행시간은 짧습니다. 

 

10.4.2 Coasting Operation  

 
 

 
 

(1) Sawtooth Coast (Track Velocity Limit, Velocity Limit) 

 •최고속도 운행이란 가속 시나 감속 시 최대(감)가속 값을 이용하지만 Sawtooth Coast는 제한속도나 

최고속도에서 타행과 역행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주행시간이 허용된다면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경제적인 운전 방법입니다.  

 •그림의 Ⅰ 및 Ⅱ 구역에서 제동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타행성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Fd = K×Fn (0≤K≤1) 

- Fd : 타행 수행 시의 제동력 

- K : Coast Drag Ratio (K= 0 : 완전 타행 조건, K=1 : 최대 제동) 

- Fn : 최대제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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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ticipatory Coast  

 •Anticipatory Coast란 그림의 Ⅲ구역에서와 같이 제동시 Anticipatory Point까지는 주어진 제동율로 

타행하다가 이 Point에서부터는 주어진 최대 제동력으로 제동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Fa = K×Fb (0≤K≤1) 

- Fa : 타행 수행 시의 제동력, - K : Coast Drag Ratio (K= 0 : 완전 타행 조건, K=1 : 최대 제동) 

- Fb : 최대제동력 

 

10.5 열차저항 

•열차를 타행 운전시키면 점점 속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열차의 견인력에 저항하여 주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힘을 열차저항이라고 하며, 열차저항은 많은 인자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중요 인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로 조건 : 기울기의 완급, 곡선 반경의 대소, 궤도의 형태, 침목의 정수, 도상의 두께 

-차량 상태 : 차량의 구조, 보수상태, 윤활유의 종류, 기온에 따라 감마유의 점도변화  

-차륜과 레일 간의 마찰에 의한 저항, 차륜과 베어링 간의 마찰에 의한 저항 등 

•이러한 인자들에 의한 열차저항은 선로조건, 차량상태, 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변하므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출발저항, 주행저항, 기울기저항, 곡선저항, 

터널저항, 가속저항의 6종류로 분류합니다. 

 

10.5.1 출발저항(R) 
•일반적으로 베어링의 경우 정지하고 있는 차량을 가동시킬 때는 차축수의 마찰면 유막이 결핍되고, 

금속과 금속이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마찰저항이 극히 큽니다. 그러나 이 저항을 이기는 큰 인장력이 

작용하여 출발하고 나면, 차축이 회전하게 되고 급유된 윤활유의 점막이 형성되어 마찰이 유막 간의 

마찰로 변화하게 되어 저항이 급격히 감속합니다. 이렇게 열차가 출발할 때 일어난 저항을 

출발저항(Starting Resistance)라고 합니다. 출발저항의 크기는 베어링의 종류, 기온, 차량의 정차시간, 

윤활유의 종류, 접촉면의 상태, 편성 차량간 연결기 압축 상태 등 많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속도정수 

사정기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  R : 출발저항 (kg),                  W : 열차 중량 (ton),                 r : 출발저항 (kg/ton) 

 

• 운전 계획상의 출발저항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kg/ton) 

구     분 
출 발 시 도 중 구 배 기 동 시 

평  축 로 라 축 평  축 로 라 축 

객  차  열  차 8 3 6 3 

화  물  열  차 10 8 8 5 

기 동 열 차 - 3 - 3 

전  동  열  차 - 3 - 3 

단  행  기  관  차 8 5 8 5 

• 출발저항은 속도의 상승과 함께 직선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평축은 8 km/h, 로라축은 3 km/h 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무시되는데, 주행저항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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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주행저항 

 주행저항 (Running Resistance) 이란, 열차가 주행할 때 그 진행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모든 저항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 중요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차륜과 궤조 면과의 마찰저항은 차륜이 궤조상을 운전(회전)할 때 생기는 회전마찰저항과 

사행동*으로 인한 마찰저항, 궤조와 차륜간의 마찰이 주가 되는 저항입니다. 선로 상태의 변화 등에 

기인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속도에 비례하고 차축 중량에 비례합니다. 전기한 차축과 축수 간의 

마찰저항에 비하면 그 값이 극소합니다.  

 

※사행동(蛇行動)(Snake Motion) 

차륜 차축이 평행한 2개의 궤조상을 주행하는 경우에 차륜이 가지고 있는 답면의 경사(기울기) 때문에 

싸인 곡선 상태의 운동을 합니다. 이것을 사행동이라 하며 이 한도는 차축 속도에는 무관합니다. 

사행동은요잉(Yawing)이라고도 하며 차륜 답면의 기울기 및 차륜과 레일 유간에 의하여 자려적으로 

발생하여 좌우동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며, 승차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궤도가 파손되고 탈선과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열차의 속도가 높아지면 차량이 전후, 좌우, 상하로 동요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며, 열차가 주행 중에 주위의 공기를 밀어 헤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저항을 일으킵니다. 

이 저항은 열차 전면에 가해지는 저항, 열차 후부가 진공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열차가 후부에 끌리는 

저항, 각 차량 간에 공기의 와류에 의한 저항, 열차 측면과 공기와의 마찰 저항 등의 4가지로 분류되며 

차량의 형상, 단면적, 연결 양수, 기타 궤간의 대소, 선로의 상태, 기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행저항의 일반식은 Davis Fomula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Davis Formul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 2VA1)(CCCVWfn29W1.3T SAR ××-×++××+×+×=  

 

W : Weight                                 n  : Number of Axles 

    V  : Velocity of Train                        f  : Flange Coefficient 

    C : Aerodynamic Frontal Coefficient          C : Aerodynamic Skin Coefficient 

    C  : Number of Vehicle per Train             A  : Frontal Cross Section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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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속도에 대한 함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R VCVBAT ×+×+=  

A : 기계 부분의 마찰 저항, 차축 베어링 사이의 마찰 저항, 차륜의 회전 마찰 저항 

   B : 플랜지와 레일 사이의 마찰 저항 

   C : 공기 저항 및 동요에 의한 저항  

  -A, B, C 각각의 상수 값들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에서 많은 주행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 이러한 주행저항은 속도에 관련되는 항으로 분류되는데,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열차의 저항은 

속도에 따른 함수의 형태로 속도에 무관한 항, 속도의 일차 함수 항,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0km/h 이하의 일반 전철의 경우에는 속도의 제곱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지만, 고속 철도의 경우에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속도의 영향이 크므로 속도의 제곱항의 값이 큽니다. 

   
 

10.5.3 기울기 저항 (R) 
 열차가 기울기 구간을 운전할 때 지구의 중력에 반하여 진행하므로 여기에는 앞에서 설명한 주행저항 

이외에 여분의 견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저항이 생깁니다. 이를 기울기저항 (Grade Resistance) 이라고 

합니다. 기울기 저항은 지구 중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그 크기는 열차의 중량과 기울기의 경사에 

정비례하여 증감합니다. 급 기울기 구간이 많은 노선에는 그 기울기저항의 값이 상당히 크므로 열차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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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중량을 W(Ton)으로 하면, W의 크기는 경사면에 수직인 방향과 평행인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θ는 기울기각, P는 레일에 대한 수직 압력, Q는 기울기에 따라 끌어 내리는 힘으로 기울기저항이 됩니다.  

• i를 천분율의 기울기로 하고,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iW
AC
BC

WQ ×±@=  

( + : 상기울기,  - :하기울기 ) 

 

•위의 식에서 ±기호는 상기울기 및 하기울기에 대한 기호입니다.  

•기울기 저항과 관련하여 한국형 차량의 주행저항 (견인모터수가 12개인 경우)을 기울기에 따라 

보여주는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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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곡선저항 (R) 

열차가 직선 선로에서 곡선부를 진입할 경우 특성 및 원심력에 의하여 곡선 외측 접선 방향으로 직진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륜과 궤조 간에 마찰 저항을 곡선저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곡선저항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곡선 주행 시 차륜의 회전 마찰 저항 

  -외측 레일과 내측 레일의 길이 차에 의해 생기는 외측 차륜의 미끄럼 마찰 저항 

  -원심력의 작용에 의한 플랜지와 외측 레일 간의 마찰 저항 

 

• 곡선저항은 선로의 곡선반경의 대소, 곡선의 캔트, 슬랙, 고정축거, 플랜지와 레일 간격의 대소 및 

속도의 고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것의 모든 조건을 곡선 반경의 관계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Kgf/Ton)(700
cR

r
=  

- R : 곡선저항 ( kgf/Ton )  

-  r  : 곡선반경 ( m )   

 

10.5.5 터널저항 (R) 
열차가 터널 내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풍압의 변동에 의하여 공기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이 증가하는 공기 저항을 터널저항이라고 하며, 이때 증가하는 저항의 크기는 터널 단면의 형상, 

크기, 터널의 길이, 열차 속도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Kg)(R t Wrt ´=  

- R : 터널저항 ( kg ) 

- rt  : 터널저항 ( kg/ton )    

※ 단선 터널은 rt=2(kg/ton), 복선 터널은 rt=1(kg/ton) 

- W  : 열차 중량 ( ton ) 

 

10.5.6 가속저항 (R) 
등속도 운동 중인 열차가 가속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가속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가속력에 

상응하는 저항을 가속도 저항이라고 합니다.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a = Ma․(1+x) 

- Ra : 가속저항 

- M : 열차 중량 (Kg) 

- a  : 가속도 

- x  : 회전 관성 계수 

 

• 차량은 차륜․차축 전동기 등 회전 부분이 있으므로 이 회전 부분의 회전 속도를 가속하기에 필요한 

견인력은 직진 가속 운동에 필요한 견인력 보다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의 중량 W가 회전 관성에 

의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통상적으로 증가하는 중량은 위의 식에서 x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열차의 종류에 따른 x의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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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특 성 계 수 

전 동 차 0.09 

부 수 차 0.065 

전 편 성 전 동 차 0.08 ~ 0.09 

전 기 기 관 차 0.12 ~ 0.19 

디 젤 전 기 기 관 차 0.06 

기 동 차 0.06 

증 기 기 관 차 0.06 

일 반 열 차 0.06 

장 대 열 차 0.08 

객 화 차 0.05 

 

10.6 견인력 ( Tractive Effort ) 

 전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모터를 구동하여 차륜을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 추진력은 차륜과 

레일면의 접촉 부분의 마찰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이것을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견인력은 속도 및 가속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전동기의 용량 산정시 차체와 승객의 무게, 역간 

거리와 주행시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전동기의 용량은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떠한 무게를 싣고 요구된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동기의 출력에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동시스템 전체에 

의해 결정됩니다. 

•속도에 따른 견인력의 특성은 모터의 특성과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개의 모터 패턴을 고려할 경우 Ⅰ형 경우 A구간에서는 기동 가속력은 크지만 

B구간에서는 가속력이 최소가 되는 경우이고, Ⅱ형 Ⅲ형은 A구간에서는 기동 가속력은 작지만 

B구간에서는 가속력이 최대가 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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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동력 (Braking Force) 

•전차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견인력과 함께 제동성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동력은 

운동 중에 있는 물체를 정지 또는 감속시키기 위해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제거하도록 

가하는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열차에 작용하는 제동 방식은 2종류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동 방 식 비 고 

마찰 제동 

(Friction Brake) 

 • 답면 제동 (Tread Brake) 

 • 디스크 제동 (Disk Brake) 
 

전기 제동 

(Electric Brake) 

 • 발전 제동 (Rheostatic Brake) 

 • 회생 제동 (Regenerative Brake) 

 • 와전류 디스크 브레이크 (Eddy Current Disk Brake) 

 

 

10.8 효율 및 역률 (Efficiency and Power Factor) 

•차량에 주어지는 견인력 및 제동력은 기초 장치로부터 차륜에 전부 전해지지 않습니다. 견인력의 경우 

견인 전동기의 특성에 의해 차륜에 전해지는 특성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하므로 효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효율 및 역률을 속도에 관계없이 85~95% 정도로 산정하고 있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속도대 견인력/제동력에 대한 Matrix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속도대를 입력하고, 그 속도대에 해당하는 견인력을 입력한 뒤, 속도대와 견인력에 해당하는 역률과 

효율 값을 입력합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속도와 그 속도 대에서의 견인력에 따라 효율과 역률 값이 

결정됩니다.  

• 다음은 역률을 나타내는 TGV 시스템의 그래프입니다. 

  
<TGV-A 시스템의 속도에 따른 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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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차량 타입 

• 차량을 표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물리량의 표현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속차량이나 일반차량의 

경우에 한 편성이 이루는 차량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즉 전동차의 경우 운전차-1(무동력 운전차), 

운전차-2(동력용 운전차), 객차-1(무동력 객차), 객차-2(동력용 객차) 등으로 여러 형태가 있으며 한국형 

고속차량의 경우는 동력차, 동력객차, 객차 등으로 분류되고, 새마을호의 경우 동력차와 객차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러한 분류도 상세하게 나누면 더 세분화 될 수 있으나 구조적, 특성치(각종 물성치) 등을 

기준으로 나누면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에서 각 타입별로 필요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동 방 식 

비 고 
객 차 동력차 

•차량 중량    

- 공차 시 중량 O O  

- 만차 시 중량 O O  

- 승객 중량 O O  

• 보조 전력량 O O  

• 속도에 따른 견인력 및 제동력 X O  

• 속도에 따른 견인 및 제동 효율․역률 X O  

[ O : 필요,  X : 불필요] 

• 서로 다른 제원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종합적인 데이터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10.10 전동기 

10.10.1 전동기의 입력 전력 

전동기 입력(kW) =  전동기 전압(V) × 전동기 전류(A)1000  

 

•전동기의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을 전동기의 입력이라 하고 전동기의 단자전압과 전동기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곱으로 표시합니다. 

•전동기 입력단위는 K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입력이란 전동기에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10.10.2 전동기의 출력 

전동기 출력(KW) = 전동기 입력(KW) - 전동기 손실(KW) 

 

• 전동기 입력의 일부는 손실로서 전동기 내부에서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없어지므로 전동기 입력에서 이 

손실을 뺀 것이 전동기의 출력이 됩니다. 출력의 단위도 입력과 같이 KW를 사용합니다.  

• 전동기에 들어오는 전기에너지의 일부분은 전동기 내부에서 열에너지로 바뀌어 손실로 소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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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입력에서 이 손실을 뺀 것이 전동기 출력으로서 유효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손실은 전동기 

각부의 온도를 상승시켜 전동기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무효한 것으로 저항손실, 철손실(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 기계손실로 대변됩니다.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 기기로서 전술한 

전동기 입력은 전부 전동기의 회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10.3 전동기의 효율과 손실 

 전동기의 입력과 출력과의 비를 전동기의 효율이라고 합니다.  

전동기 효율(%) = 출력

입력
× 100, 전동기 손실(%) = 입력 − 출력

입력
× 100 

 위에서 입력에 대한 손실의 크기를 알면 효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력이 크면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격전류 부근에서 가장 좋은 효율이 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10.10.4 전동기 정격 

1) 정격 

• 전동기에 부하전류를 통하여 운전하면 그 손실에 따라 발생한 열에너지는 전동기 내부에 축적되어 

각부의 온도를 높입니다. 규정이상의 온도상승은 전동기 고장의 원인이 되고 또한 절연을 나쁘게 하여 

전동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전동기 각부에 사용되고 있는 절연물에 

온도상승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제한 내에 사용하는 조건을 정격이라 합니다.• 현재는 절연 

재료의 개량과 함께 통풍효과의 비약적 상승에 따라 전동기의 온도상승을 완화하여 거의   1시간과 같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1시간 정격이 전동기의 열용량의 척도로서 가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2) 정격전류  

• 각종 손실에 따라서 전동기의 온도는 상승하지만 부하전류에 의한 요소가 대단히 큽니다. 주전동기의 

정격 전류라 함은 통상 1시간 정격전류를 나타내지만 실제 주전동기 사용을 보면 1시간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단시간 사용의 경우는 1시간 정격을 표준으로 하여 어느 정도의 과부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정격전압 

• 주전동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최고허용전압에서 전동기의 (+),(-) 양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으로 

가선 전압 1500V를 사용하는 경우 구형의 경우 1/2인 750V이고, 신형의 경우 1/4인 375V입니다. 

 

4) 정격출력 

 정격전류에 있어서의 주전동기 출력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정격 출력(KW) = 정격 전압(V) X 정격 전류(A) X 효율(%) 

 

10.10.5 RMS 전류  

운전선도에서 주전동기의 온도상승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자승평균 평방근전류(RMS: Root Mean 

Square)를 구합니다. RMS 전류에 따라 선로에 투입하는 전차의 형식, 편성을 결정하는 경우, 치차비, 

전동차와 부수차의 비를 산정하여 운전선도를 그려서 경제계산을 하고 병용해서 온도상승을 추정하여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 않나 역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운전선도가 주어진 경우 이 선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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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전류는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집니다. 

운전시분전

시분브레이크발전및역행전류
전류

 
        2)( RMS ´

=  

 

10.11 기울기 

• 기울기라 함은 노선의 수평성분에 대한 수직 성분의 비율로 고도와 관련되며 보통 1/1000 단위로 

나타내고, 퍼밀(‰)이라고 읽습니다. 즉, 수평거리 1,000m에 대한 수직 방향의 높이(m)를 말하며, 상 

기울기일 경우 (+), 하구일 경우 (-)로 표시합니다. 최근에는 기울기라는 단어가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주행 시 견인력 및 제동력의 가감에 필요합니다. 상기울기일 경우 같은 속도를 

얻기 위해서 평지에서보다 더 많은 견인력이 필요하고, 하기울기에서는 더 적은 견인력이면 충분합니다. 

제동 시는 이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기울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며, 특히, 

하기울기에는 기울기의 정도에 따라 제한 속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차운전 시행세칙>(2010)에 

수록되어 있는 하기울기에 의한 제한속도 규정입니다. 

하기울기 

(‰) 
5 ~ 12.5까지 12.5초과~15까지 15초과~20까지 20초과~30까지 30초과~35까지 

속도(km/h) 150 130 110 95 85 

 

10.12 사구간 

차량의 전원 공급 방식이 상이한 구역을 통과할 때, 차량에 전원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 열차는 진행하던 방향으로 관성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용어 순화 차원에서 

사구간 대신 절연 구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예로, 4호선의 경우, 서울메트로에서는 DC, 

코레일에서는 AC를 공급하므로 남태령을 통과할 경우 일시적으로 전원 공급이 중단됩니다. 전원을 

차단시키기 직전까지 최대 속도를 유지시켜 주행하다가, 사구간을 벗어나면 다른 방식의 전원이 공급되어 

차량이 주행하게 됩니다.  

※사구간 발생 사유 

  1. 직류 급전 구간과 교류 급전 구간 사이 (교-직 절연구간) 

  2. 동일한 전기 종류라 하더라도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3. 교류 구간에서 교류의 위상 차가 발생하는 경우로, 대개 변전소가 달라지는 경우 (교-교 절연구간) 

  4. 교류 급전의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AT급전과 BT급전이 갈리는 경우 

  5. 교류 구간에서 해당 지역의 급전 주파수가 달라지는 경우 

  6 .각 회사간의 전력 구분을 위하여 분리하는 경우 

  7. 평면교차 등 해당 지역의 시설상의 이유로 설치하는 경우 

• 사구간이라 함은 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는 전기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력의 공백구간을 

의미합니다. 즉 사구간에서는 전력의 공급을 받지 않으므로 전력의 공급에 의해 작동되는 견인 및 

전기제동, 회생제동 등의 공급이 차단됩니다.  

• 사구간에서는 타행운동을 하게 되고, 제동 시에는 기계제동만 작동하고 전기제동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구간은 전 노선에 비해 매우 짧은 거리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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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시뮬레이션 관련 차량 길이 

• 차량이 제한속도를 진입할 경우나 제한속도를 빠져 나오는 경우, 사구간을 통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최대제한속도에서 최소제한속도로 차량이 진입 할 경우 선두부가 

최소제한속도의 영향을 받도록 하며, 최소제한속도에서 최대제한속도로 진입할 경우 차량의 후미가 

완전히 빠져 나온 후 최대제한속도의 영향을 받도록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 사구간을 통과할 경우는 선두부가 사구간을 진입하면서 회생제동이 Off되고, 타행만을 하게 되다가 

선두부가 사구간을 통과하면서 재 역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점과 종점에서의 차량 길이는 편성의 중간 지점이 시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도착 시에도 편    

성의 중간 지점이 종점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0.14 열차다이아  

10.14.1 열차다이아 개요 

열차 DIA는 Train Diagram의 약칭으로 횡축에는 시간을 종축에는 거리를 표시하는 거리-시간 곡선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열차운행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열차 DIA는 각 열차 상호간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 선도이므로 열차 운전계획과 운전정리 취급상에 가장 편리한 것으로 열차의 운전계통 ․ 열차 

종별․운전구간․정차역․유효시간대․열차배열․견인정수․편성내용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준 운전시분을 

계산하여 확실한 열차DIA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 선로와 역설비 조건, 단선과 복선 조건, 

폐색 방식, 운전 시격, 열차별 정차시간, 유효장 적하장의 설치 능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관계됩니다. 

이와 같은 각종 조건이나 요소에 적합하도록 복선에는 저속 열차가 고속 열차에 대피, 단선에서는 교행 

또는 대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열차다이아를 작성합니다.  

 

10.14.2 열차다이아의 종류 

열차다이아는 그 용도와 시각의 눈금에 따라 다음의 종류가 있다. 시각의 눈금에 따라 1시간목 다이아, 

10분목 다이아, 2분목 다이아, 1분목 다이아로 구분하며, 눈금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정밀성이 높아서, 

작성 시 고려 사항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TPS 3.0 Pro에서 사용하는 열차다이아는 2분목 다이아로서 

열차 계획에 기본이 되며 시각개정 작업이나 임시 열차의 계획 등 정확한 시각을 기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일상 열차계획 업무와 운전 정리에서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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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3 열차다이아와 수송 수요와의 관계성 

수송 수요는 시간적, 시기적 영향을 받아서 변동이 발생합니다. 다이아를 작성할 때,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송력과 수송량의 관계는 항상 동일한 비율이기 때문에 수송 수요를 충족 시키는 

수송량의 계획을 작성하여 열차다이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워(Rush Hour), 특정 구간, 특정 

요일의 수송을 우선 순위에서 상위에 놓고 만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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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elp 

 본 매뉴얼의 내용은 프로그램 내부의 Help기능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용자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갈망하는 사용자는 12  

참고문헌을 비롯한 관련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기술 지원을 제공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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