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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function of station is supplying the convenient environment to the passengers as a 

vehicle waiting place. Smart station is networked based on the station which has been combined 

with additional functions like effective operation and real time monitoring and power control. 

Smart station network for the operation has been concerning about the communication security 

and the data transmission distance between vehicle and station. Smart station can be useful for 

the ubiquitous data communication place where the people can use their personal communication 

instruments very easily and quickly. This is the smart station.

1. 서 론 

정거장의 기능은 승객에게  차량승차 대기 장소로  승객편의를 고려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

이다. 스마트 정거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에 더불어 차량, 센터, 정거장 또는 그 이외의 시설물과 

시스템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정거장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있다. 정

거장기반 네트워크는 차량과의 데이터 송수신거리, 정보전달의 안전성 등 고려하여 였다. 정거장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정거장은 기반시설 통합관리를 통한  도심의 깨긋한 네트워크구

성이 가능하여 , 실시간 정보활용의 극대화, 시공비/시설유지비감축, 운영의 유연성 갖춘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 스마트 운영시스템은  센터 , 차량, 정거장, 시설물 어느 장소에서 던지 컴퓨터

나 이동단말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  장소에 구분없이 운영이 가능한 솔루션이다. 또한 

정보의 유기적 연계 체계는  이용 승객의 정거장 이용시 화재나, 차량장애등  안전에 문제가 발

생하거나 돌발 상황에서 관리자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으로서 승객 안전을 최우선한 시

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정보흐름의 복잡성과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교통시스템에서  정

거장기반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운영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정거장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정거장의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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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문

 2.1 정거장 기반 네트워크 

 스마트 정거장 기반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의된 통신 규정은 정거장간, 정거장 과 

센터간, 정거장과 차량간 유선과 무선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운행정보, 영상정보, 시설 제어 

등 다양한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행선에 따라 주파수를 교차 사용함과 동시에 시

스템 알고리즘에 의해 혼선을 방지하며 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 정거장은 이를 

활용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정거장내 조명이나 냉난

방기등 각각의 기기를  센터나 이동 단말기 등으로 정거장에 접근하지않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

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스마트 정거장의 유지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스마

트 운영시스템으로 무인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1. 스마트 정거장 네트워크기반 스마트 운영 솔루션 구성

 정거장내 전원,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구축이 용이하게 되므로 도로 주변의 AP 설치 정보전달 

체계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신망은  정거장은 유선망인 광망으로 

구축되어있어 정거장 내의 대량 데이터 송수신을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유선망을 구

축하기 어려운 시설물이나 이동차량 에서는 무선통신(2.4Ghz, 5.8Ghz)의 통신망을 갖추고 시설

물 및 차량의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었다. 무선 정거장의 거리는 400M~1000M 정

도로 설치되어 진다. 이동체의 속도는 트랩의 속도를 감안 90Km/s 이내, 중계노드 설치구간 

500m~1000m, RF 장비출력 100m/W 이내로 정의 하였다. 센터와 정거장은 광통신망을 구축하

여 정거장에서 수집된 영상, 음성, 상태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전달 운영 할 수 있게 한다. 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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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스마트 정거장 운영  

장에서 수집된 정보의 구성은 정거장, 차량, 시설물로 나누 질 수 있다. 특히 차량의과 같은 이

동체의 정보전달 수집기능은 안전성을 고려하여야한다. 안정성에 있어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은 이동 중에 정보 전달 체게로 운영되며 시스템 업데이트등 시스템운영에 영향을 미

치는 사항이은 정거장 정차시 업데이트를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정거장의 안정적인 인

프라망은 정거장을 기준으로 화장실이나 자전거 주차장과 같은 시설물과 연계 할 수 있는 확장

성 고려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2.  스마트 정거장 운영시스템

 새로운 운영 체계를 갖춘 스마트 정거장은  그 동안 기존 도로 정거장의 불 만족스런 환경 

에서 이용 시민과 운영주체에게 보다 나은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도로 대중 교통 활

성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 되었다. 이를 위하여 플러그인 방식과 스마트 운영시스템이 적용된 무

인운영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 정거장 운영 시스템은 정거장, 차량, 센터, 시설물간의 효

율적 운영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스마트 정거장구성을 보면 구조 체 및 기반시설시스템, 

승객안전 시스템, 운행정보안내시스템, 스마트운영 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

모달트램 정거장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본다.

스마트운영 시스템은 이용 승객, 이용 관리자 모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하

고있다. 그림. 2는 정거장과 차량의 운영 시험 모습니다. 이러한 운영 상황을 스마트 운영에서는 

센터 또는 정거장의 운영 단말이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의 이동 단말을 통하여 운영 상황을 

관리운영하거나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장소의 구분 없이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마트 운영시스템의 실시간 방송, 비상통화, 운영관리 프로그래밍으로 구분 될 수 있으

며 운영 관리 프로그래밍은 상태정보, 장치관리, 관리설정,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로그 부문으로 

나누어져있다. 운영 관리 프로그래밍은 웹환경으로 구축되어 이동단말을 활용한 제어관리가 가

능하도록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체계, 승객안전에 있어서의 관리운

영, 정보 전달에 있어서의 관리운영, 승객 편의에 있어서의 관리운영, 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나

누어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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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운영관리 시스템 체계 

2.2.1 관리운영 시스템체계

스마트 정거장의 관리운영 체계를 보면 MGT System은 Station Process Module의 기능을 담

당하며, 각 장치별 통신 처리 및 상태 값을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Web Module은 

MGT System을 통해 각 장치를 제어 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구성을 보면 운영 관리서버, 영상서버와 통신장치 정거장의  키오스크, 발매기,게이트, 조명, 카

메라, 조명, UPS,전원 통신들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구성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중앙관리 체계를 갖춘 운영관리 서버는 거장 운영 및 시

스템 관리, 상태 점검과 제어를 담당한다. 시리얼 통신 및 Socket 통신에 따른 통신 모듈 관리 

및 상태점검 등은 MGTSystem이 담당하고, 그에 따른 제어는 Web Module에서 처리 기능을 갖

추고 있으며 영상 서버는 센터에서 전달받은 트램 도착 정보를 정거장 내부의 LCD Display에 

표출하고, 센터에 설치되는 방송장치와 연계하여 인터컴 기능과 센터에서 전달하는 방송 기능을 

담당한다. LCD Display에는 승객에게 바이모달 운행정보(위치, 도착, 출발정보)와 긴급 돌발 상

황정보, 날짜, 시간, 날씨, DMB, 트램도착영상, 시정광고, 수익성 광고 등을 제공하여 문자, 영상

으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정보를 안내서비스 한다.  승객에게  광광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와 요금징수시설, 카메라, 조명, 비상 통화장치, 방송시설, UPS, 전원. 통신 모

듈등으로 볼 수 있다.  

2.2.2 승객안전에 있어서의 관리운영

승객 안전에 있서서의 관리운영은  실시간방송과 비상통화,  비상(화재)발생, 승객안전도어, 

승객 모니터링기능을 원격으로 제어관리 할 수 있어 승객 안전을 최우선한  관리운영 기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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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운영관리(실시간방송,비상통화)

  

그림5. 운영관리(영상 모니터링)

추고있다 실시간 방송과 비상통화기능은 중앙관제소에서 정거장으로 실시간 방송과 정거장내 비

상인터컴 호출 발생시 통화 할 수있는 기능으로  홍보 안내 방송이나 비상발생시 이용승객에게 

안전하게 대피할수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위하여 구축되었다. 정거장내 이용승객이 위험하거나 문제 

사항이 발생 시 관제 센터와 비상통화 기를 통하여 관제센터와 통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승객에게 위

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관제 센터에 알려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비상버튼은 출입

구2개소, 대기 공간 4개소를 설치하여 이용승객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승객 모니터링은  이용 승객이 정거장이나 차량에서 위험이나 비상상황에 노출되었을대 원격

으로 카메라를 이용 한 모니터링을 하여  방송과 연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거장에서는 유선망으로 차량과 정거장은 무선

(2.4Ghz,5.8Ghz)를 활용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진입 영상은 이용 시민에게 차

량의 진입 상태를 미연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등 비상발생시 운영관리에 표출되며 

정거장 음성방송 및 표출단말 화재 발생 문구를 화면에 표출하거나 음성으로 알릴수 있도록 하

였다. 이 이외에 환경 오염에 의한 승객안전을 위한 안전 시설 즉 도로 주변의 비산, 먼지등 환경 오

염으로 인한 이용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의하여 냉난방과 공기정화 기능을 갖추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개선기술을 적용하였다. 또한 승객 안전 도어를 승하차 공간에 설치하여 승하차 안전

을 도모하였다.  승객 안전도어는 승하차부에 차량과 정거장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차량의 충돌이나 

이물질에 의한 이용 승객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승객안전도어는 원격 제어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상시나 관리자의 유지관리시 이동 단말을 통하여 제어관리 운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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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노선, 치,차량,도착시간) 정거장(도착차량, 상이미지) 정거장(진입상태,목 지)  

그림7. 운영관리(운행 정보) 

운영관리(상태정보) 운영관리(스크린도어 동작) 정거장(승객안전도어 설치)  

그림6. 운영관리(승객안전 도어) 

능하도록 하였다. 도어 형태는 바이달트램  2량 1편성에 차량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관리운영을 통

하여 도어의 열림 닫힘, 차량진입상태, 장애 상태등의 제어관리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2.2.3 운행 정보 전달에 있어서의 관리운영

 스마트 정보안내 시설은 바이모달트램의 노선정보, 도착 정보, 차량 정보등 운행에 관련된 정

보와  구축 지역 정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정류장 대기승객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

로 이용 승객에게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표출내용을 보면 차량정보, 위치정

보, 도착시간정보, 관광정보, 시정홍보, 노선안내, 환승정보 등을 다양한 단말을 통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구축 운영되도록 하였다. 운행 정보는 운행정보 스케쥴러와 유기적으로 연계운영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기기는 하여 시스템은 운영의 효율성과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관리운

영 체계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제공 매체로는 정보제공은 이용계층, 장소 등 수혜자

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운행정보 단말과 정보안내 단말 , 가변전광판, 지면등을 통하여 음성, 영

상, 문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 정거장은 일반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음성, 영상, 문자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과 이를 제어관리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었다.

2.2.4 승객 편의에 있어서의 관리운영  

  스마트 정거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냉난방시설의 온도, 운전상태, 제습, 풍양정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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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리(조명제어, 리) 운 리(UPS제어, 리)) 정거장(실내)  

그림8. 운영관리(승객 편의) 

운 리(시스템 상태 리) 운 리(속성 변경) 운 리(제어로그)

그림10. 운영관리(시스템 관리) 

어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쾌저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명관리를 통한 등의 

시설을 원격으로 관리 운영 할 수있도록 하여 용자나, 관리자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용 승객에게 차량의 진입 영상을 보여주는 개선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승하 차부

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기존 버스 정거장에서의 승하치 눈비의 노출에 의한 승하차 불편을 사항

을 개선기술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거장기반요금징수 및 교통약자나 일반인이 정거장 진입부터 

승하차 까지 단차 없이 수평 구간으로 구축 되어 이동 편의 및 수평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2.2.5 시스템 관리운영 

스마트 정거장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상태 관리가 가능 하므로 정거장내 시스템 상태의 운영 

현황 밑 장애 상태를 정상상태를 그린으로 장애상태를 적색으로 표시하여 상태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 서버의 속성을 변경 가능하며 접속한 상태는 제어로그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 상태는 실시간으로 운영되므로 원격 감시가 가능한 솔루션으

로 구현되었다.   

3.  결  론

  스마트 정거장의 하나의 특징인 정거장기반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제어 스마트 운영 시스템

은 이용 승객이나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 정거장 솔루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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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정거장 기반 네트워크는 정거장 인프라 시설을 활용 할 수 있어서 도로 주변 통신네트워

크시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이다. 또한 스마트 운영 시스

템은 정거장, 차량, 센터, 시설물간 유기적인  정보활동의 확장성을 갖춘 정거장 솔루션으로 바

이모달트램 정거장으로서나 경전철, BRT 등의 정거장으로서도 사용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

다. 스마트 정거장은 웹 환경의 운영시스템과 승객안전도어, 비상발샐(화재), 승객 모니터링 등

의 승객 안전시스템 , 냉난방, 공기정화, 조명의 승객 편의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

용승객, 관리자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곳에서  대중 교통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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