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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최근 녹색 에너지 기술이 전 산업계에 걸쳐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에너
지 효율 교통수단으로 철도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인 기계식에서 전
자식으로 발전해 온 열차제어 방식에 무선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철도신호 분
야에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정성이 향상되었고, 더욱 정밀한 열
차제어기술로 운행 중 열차 간 간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노
선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현재 사용중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종류와 표준화 현황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리고 철도 운영 현장에서 요구되
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차세대 열차제어용 무
선통신 기술인 LTE-R에 대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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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으며, 열차운행의 정시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적은 차량 수의 열차를 더 자주 운행

전 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함으로써 열차의 공실률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역의 크

철도가 단위 수송량당 여객의 경우 승용차 대비 20%

기를 작게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 역 건축비 또한 감소

이하, 버스의 경우 50% 이하의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시키는 효과도 지니게 된다.

고에너지 효율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

철도통신에서 갖추어야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요구사

다[1]. 전통적인 철도신호제어에서는 궤도회로를 이용

항들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열차제어정

한 열차위치 검지장치, 열차위치 검지신호를 활용한 고

보의 송수신 시 오류발생은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

정폐색장치 및 회전 속도계를 이용한 열차속도 검지장

에 통신의 신뢰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위에서

치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궤도회로 기반의 신호시스템

언급한 통신 신뢰성에는 물리계층 데이터의 송수신 무

은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비교적 긴 열차 운행시격이

결성, 높은 핸드오버 성공률과 짧은 통화처리시간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와

포함된다. 그리고 특정 기지국 혹은 교환국의 기능장애

같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배차, 무인운전,

발생 시 열차제어에 필요한 정보가 우회하여 전송될 수

안전한 열차운행 등의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는 무선통

있도록 하는 망 이중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신 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통신, 차량, 전력,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에서는 지상과 차상에

선로제어 등 다양한 서브시스템 간의 긴밀한 인터페이

설치된 플랫폼 간의 지속적인 정보 송수신을 통하여 열

스가 필요하다. (그림 1)은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

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궤도회로 기반의

템의 개념도이다. 차상장치는 열차정보표시 단말, 안테

열차신호 제어시스템에 비해 정밀한 열차위치 결정이

나, 무선통신 플랫폼, 차상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능하여 운행시격이 단축되므로 수송용량을 증대시킬

차상컴퓨터는 선로 연동, 제동, 속도거리 연산, 운행정

수 있고, 전체 노선 내 열차들의 운행효율을 높일 수 있

보 처리 등 종합제어를 담당한다. 지상 시스템은 차상

(그림 1)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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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과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루는 기지국을 포함한 열

보한다. 그 외 Euroloop나 통신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차무선통신 인프라, 철도 제어서버, 모든 철도망을 최

해당 Eurobalise에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신호현시 변

상위에서 관리하는 종합 관제실로 이루어져 있다[2].

화정보를 수신해 열차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ETCS

철도산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선도하고 있

level 2에서는 GSM-R을 이용하여 열차와 RBC(무선블

다. 철도 기술의 수준은 각 국가의 지리학적 특성(영토

록센터) 사이에 양방향으로 정보전송을 수행한다.

의 넓이, 주변국과의 지리적 연결 상태)에 따른 철도의

Eurobalise는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유용성 정도와 일치하여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하며, 열차의 제한속도를 감시하게 된다. 최종단계인

사용되고 있는 철도제어용 무선통신 기술로는 유럽의

ETCS level 3에서는 RBC가 차상신호장치로부터 수신

GSM-R, 미국의 PTC, 일본의 ATACS가 있는데

한 열차 위치정보 및 열차상태정보를 토대로 선로의 점

GSM-R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고
에서는 위에 언급된 기존 철도제어용 무선통신 기술의
개요와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차세대 철도제어용 무선
통신 기술로 꼽히고 있는 LTE-R에 대하여 설명한다.

Ⅱ. ETCS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의 통합을 추진하
였으며, 이 통합에는 유럽 각국의 상이한 열차제어시스
템의 통합 또한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에 UIC(세계
철도연맹)에서 유럽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인 ETCS의
검토와 개발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1996년 200km/h
이상의 고속선 에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구현
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지침이 공표되었다. 이에 UIC 위
원회는 ETCS 기능요구사양서(E-FRS)와 시스템요구
사양서(E-SRS)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발한 시
스템을 현장시험을 거쳐 여러 노선에서 사용하고 있다.
ETCS는 (그림 2)와 같이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제
안되었다. 각 단계가 시스템의 성능을 대변하는 결정적
인 지표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고단계일수록 열차제어
신호에 무선통신 기술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이상적
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에 근접하게 된다.
ETCS level 1에서는 열차에 대한 정보전송과 위치검지
를 위해 Eurobalise를 사용한다. 기존 궤도회로 방식에
서 사용하던 선로 비점유 인식을 이용하여 열차 위치를
확인하고, 고정폐색을 활용하여 열차 간 안전간격을 확

(그림 2) ETCS Level별 시스템 구성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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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GSM-R 주요사양

유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중앙제어를 통하여 열차 간 안
전간격을 확보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열차지상 검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GSM-R과 Eurobalise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이동폐색 방식을 통해
열차 간 간격을 감소시킴으로써 단위구간 내에 더 많은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수송용량 증대가 가능해지게 된다.

Ⅲ. GSM-R
1. GSM-R 기술 개요

항목

구체 사양

사용대역

876~880MHz(UL)
921~925MHz(DL)

Channel spacing

200kHz

Modulation

GMSK

Symbol rate

270.833 symbols/s

Bits per symbol

1

접속형태

TDMA, TDD/FDD

캐리어 당
채널 수

8 time slots per frame(4.615ms)
148 bit per time slot(577us)

음성

Digital transmission with full rate
speech codec(13kbps) RPE-LTP

전력제어

30dB 범위 내 2dB단위로 제어

1990년 UIC가 각국마다 상이한 기존 아날로그 철도
통신시스템을 유럽 통합형 디지털 통신시스템으로 전
환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GSM과 TRS 기반 디지
털통신 방식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결과, 기존 GSM 이동통신 규격에 철도통신 요구
사항을 포함시키는 GSM-R 철도전용 통신규격을 제정
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년 ETSI에서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할당 받은 876~880MHz,
921~925MHz 대역의 GSM-R 전용주파수를 사용하여
EIRENE, MORANE 철도통신망 프로젝트를 거치며 규
격화와 필드테스트를 진행하였고, 2000년에 최종
GSM-R 규격이 완성되었다[4]. GSM-R의 주요사양은
다음 <표 1>과 같다.

분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말기는 음성통신용으로 승무원이 지니는 pushto-talk 방식의 ASCI 지원 무선단말과, 열차 내에 설
치되어 차량제어를 담당하는 cab-radio로 구분되며 각
단말은 식별을 위한 SIM 카드를 내장하고 있다. 단말
은 BTS와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송수신하고,
BSC는 여러 개의 BTS를 제어하면서 무선채널 설정,
주파수 호핑, 핸드오버의 처리를 담당한다. BTS와 BSC
로 구성된 BSS가 모여서 NSS를 이루고 A-interface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NSS는 호 제어를 담당하는 MSC,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는 VLR과 HLR, 다양한 그룹콜

TDMA 시스템으로 회선교환방식에 의하여 14.4kbps

기능을 제공하는 GCR, 망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까지 음성 및 데이터 접속을 지원하는 GSM-R은 기본

담당하는 OMC로 구성되어 있다[5]. (그림 3)은 GSM-

적인 음성통신 기능 외에, 철도통신에서 필수적인 높은

R 망 구조를 보여준다.

수준의 보안기능이 추가되었다. GSM-R은 완전 이중

GSM-R은 GCR에서 다양한 음성통신 모드를 지원함

화된 무선망으로서 두 셀이 겹쳐진 형태로 구성되어 하

으로써 기존 GSM 망과 차별화된다. EIRENE에 의해

나의 BTS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로 준비된

요구되는 음성서비스는 1:1 통화, 공공 긴급통화, 다중

다른 BTS를 통해 신호를 송수신하여 정상적으로 열차

사용자 통화, 방송통화, 그룹통화 등으로 구분되며, 가

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고속구간에는 열차진행방향을

입자는 사용자 정보에 따라 프로파일링 된 후 통신 목

향하는 지향성 안테나로 타원형의 셀을 형성하여 기지

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 받는다. 통신 목적에 따른

국 간의 간격을 넓히는 방식으로 망을 구현하고, 열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가 집중되는 역 주변에서는 구획화된 셀을 활용하여 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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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Railway emergency(highest priority=0)

완료하였다.
2011년 4월 시점에 유럽 내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
에,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핀란드, 프랑스, 리투아니
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내의 노선에
GSM-R 도입이 완료되었고 헝가리, 덴마크, 포르투갈
에서 도입단계,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
니아에서 도입준비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 외 지역
에서는 중국과 인도에 GSM-R이 설치되었고, 알제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입 준비 중이다. 유럽 내
221,025km의 철도노선 가운데 150,650km(약 68.16%)
에 GSM-R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2010년 1
월 기준 79,300km에 설치되어 있으며 65,800km(설치
예정 노선의 43.7%)의 노선에서 GSM-R을 이용하여
열차가 운행 중이다[6].
(그림 3) GSM-R 망구조도

Ⅳ. PTC, ATACS
y Control-command
y Public emergency and group call

1. PTC

y Railway operation
y Railway information(lowest priority=4)

승객과 열차수송을 위한 PTC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연구되어 왔다. 1997년 PTC를 위한 규범과

2. GSM-R 보급 현황

요구사항의 제정을 위해 미국 내 철도관련 기관-산업
체의 연합인 RSAC이 창설되었다. RSAC에서는 차간

2010년 초, 독일(노선 길이 24,000km), 이탈리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고, 열차속

(8,500km), 네덜란드(3,000km), 노르웨이(3,000km),

도를 조절하고, 작업지역 내 노동자를 보호하고, 스위

스웨덴(8,500km) 등 유럽 6개국에서 GSM-R의 추가

치의 오작동으로 열차가 잘못된 경로를 지나지 않게 함

설치, 도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노르웨이는 기

을 PTC의 목적으로 정하고 이에 중점을 두어 PTC 개

존선로에서의 GSM-R 설치를 2007년 4분기에 완료했

발이 시작되었다[7].

고, 스웨덴에서는 2003년 8,500km 길이의 노선에

PTC는 wayside, mobile, dispatch/control과 같은 세

GSM-R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500km 길이의 저

가지의 주요 기능별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고, 각 서브

속노선에 대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독일에서는

시스템 사이는 유선-무선 통신링크로 연결된다((그림

24,000km 노선에 GSM-R 설치를 2007년 완료하였고,

4) 참조). Wayside 서브시스템은 보수시설, 스위치, 연

추가적으로 5,000km 길이의 노선에 GSM-R을 구축

동장치, 선로 교차신호기 등으로 구성되고, mobile 서

중에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 7,500km, 핀란드

브시스템은 차상 컴퓨터와 위치검지시스템을 포함하는

는 2009년에 4,970km길이의 노선에 GSM-R 도입을

철도장비, 열차 등으로 구성되며, dispatch/control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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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철도 주파수별 사용내역
주파수

용도

160MHz

VHF Communications

220MHz

Portable Locomotive Control Technology
(PLTC)

450MHz

Remote Control Locomotive(RCL)

900MHz

Advanced Train Control System(ATCS)

2.4GHz

Advanced Train Control System(ATCS)

성통신망은 160MHz 주파수대역인 VHF를 사용한다.
또한 철도에서는 450MHz 대역의 3개 채널 쌍에 무선
(그림 4) PTC 망 구조도

주파수를 할당하여 기차의 양단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FCC로부터 900MHz 대역의 6개 채널

브시스템은 철도차량을 제어하는 중앙제어국에 해당한

쌍을 사용하도록 허가 받아서 철도와 함께 분산전력제

다. Mobile과 dispatch/control 서브시스템 사이의 통신

어(DPC)와 새로운 전자제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

에서는 차량 위치데이터, 차량 진단데이터, 차량진행권

도록 하고 있다. <표 2>는 미국 내에서 철도용으로 사

한, 망 관리데이터 등을 송수신한다. wayside와 dispatch/

용하는 주파수대역을 나타낸 것이다.

control 서브시스템 사이의 통신은 신호시스템 상태를

미국에서 PTC 시스템의 사용은 2008년 전까지는 수

모니터링하고 control point의 중앙제어를 지원하며,

송업체의 재량에 맡겨졌으나, 2008년 10월에 공표된

mobile-wayside 서브시스템 간의 통신은 노변장치의

Rail Safety Improvement Act에 의하여 2015년 말까지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열차에 제공하는 기능을 지원한

PTC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9]. 현재 미국에서 개발-설

다. 그리고 mobile 서브시스템은 위성으로부터 GPS 신

치 중인 PTC 시스템으로는 CSX사의 CBTM, BNSF

호를 수신하여 현재 위치를 인식하는 위치검지방법을

railway의 ETMS, AMTRAK사의 ITCS, ARRC사의

사용한다.

CAS, FRA, AAR, IDOT의 NAJPTC가 있다. 한편, 호

PTC의 기능적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된
다. PTC level 1은 앞서 언급된 초기 PTC의 목적과 같

주에서는 ARTC와 Lockheed Martin사 공동으로
ATMS를 개발 중이다[10].

이 열차 간 충돌을 방지하고, 속도를 제한하며, 철로상
의 유지보수 인력을 보호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2. ATACS

PTC level 2에서는 열차정보와 선로 진입권한을 무선통
신으로 전송하는 것을 요구하고, level 3에서는 열차 제

기존 노선에서의 열차검지를 위해서는 궤도회로와 같

어가 일어나는 모든 구간 내의 스위치, 신호장치, 보호

은 노변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장치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방법은 노변장치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매우 컸

level 4에서는 추가적인 선로보호장치의 설치를 요구하

고, 열차 속도가 높아지고 운행간격이 짧아짐에 따라

는데, 상위 레벨은 하위레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

계속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 큰 단점이 있었다. 이를

켜야 한다[8].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서 1995년부터 ATACS 개발이 시

보편적으로 미국철도에서 사용하는 FM 아날로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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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표 3> ATACS 주요사양
항목
사용대역

400MHz

Carrier 간격

6.25kHz

Modulation

π/4 Shift QPSK

Cycle
접속형태
열차제어용
Time slot

(그림 5) ATACS 구조도[11]

구체적 사양

Transmission Rate
출력

960ms = 16 time slots
TDMA
12 time slots per cycle
576 bit per time slot(60ms)
7.2kbps
3W(BS), 1W(MS)

ATACS 개발은 크게 2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1997년 9월~1998년 3월)에는 열차위치

플러 속도계가 사용된다. 이 두 가지 속도 측정기를 이

감지, 열차간격 조절, 디지털통신을 이용한 열차제어데

용하여 계산된 열차위치는 각각 약 0.3%와 0.1%의 오

이터 송수신과 같은 기능을 개발하였고, 두 번째 단계

차를 가지는데, 선로에 설치된 ground coil을 지날 때마

(2000년 10월~2001년 3월)에는 구내진로제어, 평면교

다 차상장치에서 정확한 값으로 보정된다.

차로제어 등의 기능을 개발하고 기술검증을 수행하였
다[12].

열차 간 거리조절은 차상장치에서 결정된 현재 열차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지상제어장치에서

ATACS의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지상제어장치는

는 현재 제어영역 내 열차들의 위치를 수집하여 진행

열차추적, 간격제어, 구내진로제어, 평면교차로제어 등

가능한 위치까지의 이동권한을 각 열차들에게 회신한

의 기능을 담당하며 여러 개의 기지국과 연결되어있다.

다. 이를 수신한 각 열차는 차상장치에서 선행차량과의

기지국은 약 3km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차상장치와 무

거리를 고려하여 산출한 제한속도, 브레이크 성능, 노

선통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열차에 탑재된 차상

선의 경사도, 커브 등을 고려해 작성된 속도검지패턴을

장치는 지상제어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제어데이터에 따

바탕으로 운행된다. 무선채널을 거쳐 수신된 제어데이

라 열차동작을 제어하고 열차위치와 같은 정보를 내부

터는 CRC, FCS로 두 번에 걸쳐 검증되며, 에러가 감지

에 탑재된 차상무선장치를 통해 전송한다. 관제시스템

되면 수신한 데이터는 무시한다. 제어데이터 수신이 3

은 지상제어장치들과 연결되어 열차제어와 유지보수작

cycle 이상 중단되면 fail-safe 원칙에 따라 열차제동을

업 지원을 담당한다[13].

실시하게 된다[14].

ATACS에서는 6.25kHz 간격의 주파수 4개를 각각
16개 타임슬롯으로 나누어서 960ms 간격으로 열차제
어데이터를 송수신한다(<표 3> 참조). 16개 타임슬롯

Ⅴ. LTE-R

중 12개는 열차제어용, 4개는 공통정보 전송용으로 사
용된다. 열차제어의 기초는 차상장치가 열차의 현재 위

2세대 이동통신시스템에 해당하는 GSM-R은 열차제

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속도측정

어용 데이터, 음성통신 외에 철도산업에서 요구하고 있

기에 기록되는 속도 값을 시간 축으로 적분함으로써 지

는 승객서비스, 무선영상정보 등의 고도화된 철도서비

나온 거리를 계산하게 되며 여기에는 회전 속도계와 도

스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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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TE(3GPP Release 8) 기술사양
항목

구체적 사양

Air Interface

DL: OFDMA
UL: SC-FDMA

Modulation

OFDMA Based
QPSK~64QAM

Duplexing

TDD, FDD

Mobility

Upto 350km/h

Bandwidth profile (MHz)

1.4, 3, 5, 10, 15, 20

Peak Data Rate
(20MHz FDD profile)

DL: 302Mbps(4×4)
UL: 75Mbps(2×4)

Average Sector Spectral
Efficiency

DL: 1.91bps/Hz(2×2)
UL: 0.72bps/Hz(1×2)

Latency

Link layer < 5 mSec
Handoff < 50 mSec

VoIP

80 users/sector/MHz

Coverage

5km

(그림 6) LTE-R 망 구조도

망 구조는 E-UTRAN으로 이루어져 있다. eNodeB에서
는 기존 GSM-R의 BTS, BSC에서 수행하던 무선 인터

리고 최근 들어 LTE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GSM
관련 장비의 생산이 축소-중지될 개연성이 커짐에 따
라 GSM-R 장비 또한 지속적 보급과 유지보수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UIC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로 각광받고 있

페이스를 통한 송수신, 동적 무선자원 관리, 이동성 관
리 외에 패킷 헤더 압축 및 암호화, 네트워크 신호정보
보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ME는 현재 이용중인 세
션의 이동성 지원, 유휴상태 단말의 이동성관리, 인증
및 키 분배를 수행하고, HSS에서는 기존 MAP 관련데

는 LTE(<표 4> 참조)를 기반으로 하는 ‘The Future

이터 관리와 가입자 관리기능을 지원한다. S-GW는

Railways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Study’

E-UTRAN과 EPC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고, 핸드오버

를 시작하여 3GPP와 함께 LTE-R 공동표준화를 준비

시 단말 측 앵커역할을 수행한다. P-GW에서는 EPC와

중이다. LTE-R은 고속 패킷 전송, 짧은 지연시간, 넓

외부망인 PDN 사이의 패킷 전달을 담당하고 단말에 IP

은 커버리지 등 LTE의 주요장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철

주소를 할당해준다. 이와 같이 구성된 All-IP기반 EPC

도망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규격화 될 것으

는 GSM-R과 비교하여 수평적 망을 구성하여 개발과

로 예상된다. 열차제어용 무선 통신기술은 안정성을 최

유지보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 검증이 완료된 기

LTE-R에서는 LTE의 물리계층을 큰 수정 없이 사용

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3G 무선통

할 것으로 보인다. LTE에서는 OFDM 기술을 사용하여

신 기술을 거치지 않고 LTE로 한 단계 건너뛰는 이유

주파수 대역을 잘게 나눈 서브채널을 상호 직교하게 구

는 3G 음성통신기술이 GSM(2G)의 그것과 큰 차이가

성함으로써 다중경로로 인한 ISI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없다는 것과, LTE-R과 GSM-R 간의 backward com-

그리고 MIMO를 사용하여 높은 주파수 효율을 바탕으

patibility를 고려하여 철도통신망의 점진적 교체를 용

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제공한다. 도플러 시프트가

이하게 하기 위한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15].

크게 작용하는 350km/h의 고속환경에서 OFDM이 원

LTE-R의 망구조는 (그림 6)과 같다. LTE-R의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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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히 작동하는 subcarrier 간격은 최소 11kHz로 알려

져 있으나, LTE 시스템에서는 subcarrier 간 간격을 15

스템(KRTC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철도

kHz로 구성하여 도플러 시프트로 인한 영향을 크게 감

장비 업체와 통신업체의 의견이 반영된 LTE-R 시스템

소시켰다. 여기에 HARQ를 이용한 재전송-보정과정을

을 선도구현 후 기술을 검증하여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

거침으로써 철도제어 분야에서 요구하는 높은 송수신

여한다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에 설

신뢰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것으로 전망된다.

All-IP 기반 서비스로 QoS 관리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실시간 서비스와 비실시간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QoS

용어해설

제공으로 네트워크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

고정폐색 역과 역 간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고 폐색구간
의 열차점유상태에 따라 지정된 패턴으로 운전하는 단계별 속도
코드 전송 방식

UIC ERIG에서는 철도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무선
통신 요구사항을 연구하는 Working Party 1과, LTE 기
술에 철도통신을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Working
Party 2를 구성하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UIC

이동폐색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간의 거리를 무선신호 전송매체에
의해 파악하고 차상컴퓨터가 스스로 운행간격을 조절하는 방식
Control Point 관제실에서 열차운행을 위해 제어하는 연동장치나
신호장치를 통칭

ERIG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기존
GSM-R과 LTE-R과의 호환성, 상호운용성, LTE-R로

약어 정리

의 전환배치 방안, 주파수 배치, 음성통화 구현방안,

AAR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QoS 보장방안 등 철도통신에 LTE 방식을 적용하기 위

AAR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한 방법들이다. 또한 철도통신 구현에 필요한 시스템

ARRC

Alaska Railroad Corporation

요구문서를 작성하고 LTE 규격 표준화를 담당하는

ARTC

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

ASCI

Advanced Speech Call Items

ATACS

Advanced Train Administration and

3GPP에 전달하여 공동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Communications System

Ⅵ. 결론

ATMS

Advanced Train Management System

BSC

Base Station Controller

BSS

Base Station Subsystem

본고에서는 GSM-R, PTC, ATACS 등 현재 사용되고

BTS

Base Transceiver Station

있는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기술에 대하여 살

CAS

Collision Avoidance System

CBTM

Communication Based Train Management

E-FRS

ETCS Function Requirements

펴보았다.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철도 수송
용량 증대,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절감, 철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인력효율화 및 설비감소 등의 부문에 긍

Specification
EIRENE

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철도망
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GSM-R 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유럽에서는
LTE-R의 본격적인 표준화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를 진
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선별로 상이하고 노후화된
철도통신망을 대체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가
LTE-R을 기반으로 한국형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

European Integrated Railway Enhanced
Network

EPC

Evolved Packet Core

ERIG

European Radio Implementation Group

E-SRS

ETCS System Requirements Specification

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ETMS

Electronic Train Management System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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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RA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GCR

Group Call Register

GMSK

Gaussian Minimum Shift Keying

GSM-R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Railway

HLR

Home Location Register

HSS

Home Subscriber Server

IDOT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TCS

Incremental Train Control System

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

MORANE Mobile radio for Railway Networks in
Europe
MSC

Mobile Switching Centre

NAJPTC

North American Joint Positive Train
Control Project

NSS

Network Switching Subsystem

OMC

Operation and Maintenance Centre

P-GW

Packet data network Gateway

PTC

Positive Train Control

RBC

Radio Block Centre

RPE-LTP Regular Pulse Excited code with Long
Term Prediction
RSAC

Railroad Safety Advisory Committee

S-GW

Serving Gateway

UIC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

VLR

Visitor Location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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