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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 기술인 무선 Mesh를 이용하여 열차제어시스템 데이터를 송하는 기술에 하여 

제안하 다. 국내외에서 차세  열차제어기술로 각 받고 있는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기술의 핵심 요소인 

무선주 수에 하여 이론  특성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5.7GHz 역 무선주 수의 열차제어시스템 용 

가능성과 신뢰성, 가용성, 안정성에 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제 이고 효율 인 주 수 이용과 함께 향후 무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  토 를 제시하 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data transmission technology for applying to the actual railway line based on the technological trends 

and theories for the wireless Mesh techniques. This paper presents a technical basis that is applicable to the economic and efficient 

use of frequency and to the development of a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System by demonstrating its Applicability, 

Availability, Reliability and Safety for the train control system of the radio frequency of the bandwidth of 5.7 GHz at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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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열

차를 제어하기 해 철도노선과 차량간에 무선으로 

각종 데이터를 송한다. 기에 개발된 시스템들은 

무선시스템의 송매체로서 설동축 이블, 특수 방

사 이블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IEEE 802.11 FHSS 

방식으로 열차를 제어하는 열차제어시스템들이 개발

되었다. 재는 Doppler radar, RFID Tag, Tran-

sponder, GPS 등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응용한 열차 치  속도를 제어하는 열차제어시스

템들이 개발되어 채택되고 있다.

1인의 기 사가 운 하는 자동운 보다 안정 인 

운 이 필요한 무인운 시스템의 경우 무선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무선통신방식뿐만 아니라 

사용주 수 역, 송률, 송속도  경제 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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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이고 실 인 면을 고

려하여 비허가 역 주 수를 채용한 무선 Mesh 

network를 이용한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열차제어 소요주파수 및 용량산출[1],[2]

2.1 송용량 산출

송용량은 용주 수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소요

주 수 역폭 결정에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송용량에 

한 설계는 사용되는 데이터의 용도, 특성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 

재 사용하고 있는 열차제어시스템 련 시스템의 

송용량을 심으로 계산을 수행 하 다.

먼  유럽의 ERTMS/ETCS의 경우에는 차상에서 

지상으로 데이터를 송할 때 데이터 송량이 많은 

고장데이터모드를 용하면, 1회 데이터 송에 약 

1,937bit의 데이터 양이 요구된다. ERTMS/ETCS 열

차제어시스템은 열차의 상태정보를 수집이 0.5  마다 

한 번씩 수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1  동안에 

1,937bit의 2배인 3,874bps정도의 데이터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IEEE802.11 FHSS 방

식 에서는 철도 1개편성에서 요구되는 최  송률은 

20Kbps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으로 ATP와 ATO

사이에서 송하는 송률은 2.4Kbps(최  10Kbps)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통신기반 열차제어

시스템에 한 구체 인 통신시스템 사양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장 보편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TCS시스템의 송률(3,874bps)을 고려하여 무선을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송용량을 1개 

열차 편성당 5Kbps로 가정하 다.

2.2 기지국 송수신 송속도

열차제어시스템 1개의 기지국이 제어하는 기지국 

당 열차 편성수 는 IEEE 1474.1-2004규격에서 10~40

개의 편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열차운행 상황을 고려할 때 한 개의 기지국(1개의 철

도 회사별 는 선로구간별)이 제어할 수 있는 철도의 

편성 수는 10개정도로 가정하 으며 상향하향회선을 

별도의 주 수로 설계토록 한다. 이것은 도시 철도의 

경우, 상․하향회선을 고려하여 1개 기지국 제어 구간

에서 존재 할 수 있는 최  열차 편성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언 하는 기지국에서 송수신 송속도

는 열차제어시스템의 제어를 해 1개의 채 이 제어 

할 수 있는 송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철도회사 는 

선로구간(노선)별로 할당되는 1개의 채 의 송률로 

가정하 다. 따라서 기지국에서는 상향과 하향에 각각 

서로 다른 주 수를 사용하며, 1개 열차편성당 5Kbps

의 송속도를 가정하 으므로 각각 10개의 상․하향

회선을 고려할 때 1개의 채 당 50Kbps의 송속도를 

갖는다.

2.3 기지국의 서비스 역

기지국의 서비스 역은 도시철도구간(단거리)과 장

거리철도구간으로 나 어서 분류하 다. 도시구간에서 

사용되는 지하철도의 경우에는 지하로 열차가 운행되

는 상황으로 가 달되는 가시거리 확보가 어렵

고 출․퇴근의 시간에는 많은 열차들이 운행되며, 경

우에 따라서는 짧은 구간에서 열차운행 시간조정에 

따라 많은 열차가 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편성을 해서는 2km정도의 서비스 역을 제어할 

수 있는 기지국의 배치가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장거리철도의 경우 도시철도와 비교 할 때, 일반

으로 지상구간에 설치되어 철도구간 내의 가시거리 

확보가 용이하고, 열차의 운행 횟수가 상 으로 

기 때문에 보다 넓은 구간을 제어할 수 있다. 한 동

일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송신출력을 조정함으로써 기

지국의 서비스 역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2km~수

km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4 1개 선로구간의 반복사용 주 수

1개 선로구간에서 반복사용 할 수 있는 동일 주

수의 주 수 재사용 거리는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격 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TDMA방식

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의 경우, 기지국이 제어하는 서

비스 역을 2-3개 기지국의 서비스 역을 이격시켜 

동일 주 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제어시스템

의 경우 인명과 안 에 련되는 시스템으로 동일주

수의 간섭을 방지하기 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4개의 기지국을 이격한 거리

에서 동일 주 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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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었다.[3]

2.5 소요 주 수 용량 산출

소요주 수 용량산출을 하여 지 까지 언 된 내

용을 검토하면 통신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

으로 1bit의 데이터 송을 하여 1Hz의 역폭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1개의 채 에 한 송속도 

50Kbps는 50KHz의 역폭 (주 수간격)이 필요하다

고 가정하 다. 이와 같은 가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소요주 수 역폭은 약4.4MHz이다.

1) 1개 선로구간의 4개  주 수(상․하향, 8 ) × 

도시 7구간 × 주 수간격(50KHz) = 2.8MHz

2) 1개 선로구간의 4개 주 수(상․하향, 8 ) ×

국선로 4구간 × 주 수간격(50KHz) = 1.6MHz

3) 소요주 수 역폭 : 2.8MHz+1.6MHz = 4.4MHz

표 1. 소요주 수 산출 사항
Table. 1 Requirement for need frequency range

항 목 도시구간 장거리구간

송속도

(1열차당)
5Kbps 5Kbps

송속도 50Kbps 50Kbps

서비스 역 2km이내 2～수km

반복사용주 수

(노선 당)

4개 주 수

(상․하향 8개)

4개 주 수

(상․하향 8개)

노선 수 7개 구간 선로 4개 구간 선로

Ⅲ. 무선 MESH 데이터 전송 기술 제안

3.1 무선 MESH 장치 설계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에 설치되는 무선장치는 

ISM밴드 5.7GHz 역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이동하는 

차량과의 무선통신을 하여 핸드오버 기능을 제공하

는 장치로 구성한다. 그림 1과 같이 선로 변 무선장치

는 외부로부터 양질의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기 한 

안테나와 무선Mesh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Mesh로 

구성된다. 무선 Mesh는 해당 무선신호를 변․복조  

증폭을 하는 복수개의 RF/변복조부, 인  무선장치와 

라우   계기능을 제공하는 통신처리부, 외부 통

신장치와의 속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제어부, 정보를 

처리하기 하여 임시 는 구 으로 정보 장을 

한 메모리부  장치에 안정된 원을 공 하기 

한 원공 부로 구성된다. 

Memory

Communication
processor

Network control

Power supply

RF/Modem(1)

RF/Modem(2)

RF/Modem(n)

.

.

.

그림 1. 무선 Mesh 네트워크 장치 구성도
Fig. 1 Wireless mesh network block diagram

표 2. 무선 메쉬 계층망의 기능
Table 2 Function of radio mesh network

계층 기능 주 시스템

1계층

 Data 장치와 연동

 역사 간 통신

 보안기능

 침입방지시스템

  NMS

 스 칭 허

 역사 무선장치

2계층
 무선 메쉬 네트워크 구성

 3계층과 무선통신 구성

선로 변

무선장치

3계층  2계층과 무선통신 구성  차상 무선장치

3.2 무선 장치별 구성 설계

1) 차상 무선장치(이동국)

차량 무선장치는 그림 2와 같이 무지향성 안테나를 

통하여 선로변 무선장치와 통신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2. 차상 무선 장치
Fig. 2 On-board radio set

2) 지상 무선장치(고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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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변 무선장치는 그림 3과 같이 지향성 안테나를 

통하여 차상무선장치와 통신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3. 지상 무선 장치
Fig. 3 Wayside radio set

3) 선로 변 무선장치 배치 설계

무선장치는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히 

배치하여 한 역사의 원이 문제가 생겨 단 되어도 

체 무선장치에 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선로변 무선장치  차상 무선장치의 최  성능을 

발휘하기 하여 검토된 최소 수신율은 -74dBm이며, 

지상과 차상의 무선장치를 히 배치하여 최 의 

수신감도로 구성되도록 하여, 이동환경에서 Data 손실

이 없는 핸드오버 기능을 구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

다. AP설계결과 그림 4에서 보듯이 6.1km에 28개의 

지상 무선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 선로 변 무선 장치의 배치
Fig. 4 Allocation of wayside radio set

3.3 송망 구성 안

송망 구성은 이  Ring 형태로 구성하며 각 역사

간 Single Mode 이블로 결선하여 Giga-bit 환경

으로 통신하도록 구성한다. 한 역사 무선장치는 

Fast-Ethernet으로 역사 스 칭 허 와 연결하여 차

량으로부터 수신된 Data를 역사간 이블을 통하여 

제센터의 Data 송장치로 송한다. 그림 5는 송

망 배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주 송망 구성 설계
Fig. 5 Main optic network configuration

Ⅳ. 실험 및 고찰

무선 메쉬 성능 입증을 한 실험 장소는 인천 

종도 인천국제공항 부근이다.(그림 6)

6.1km 6개역  차량기지로 이루어진 시범노선은 

 구간이 고가형식으로 이루어진 노선이다. 도심지와

고속운행 구간으로 개활지  공항시설이 복합된 구

간이다. 공항지역은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곳으로 무선

에 한 제약과 보안에 국가 으로 제한사항이 매우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무선통신장치를 

사용하여 열차를 제어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곳보다 

신뢰성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보안성이 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그림 6. 실험 구간 항공 사진(인천공항)
Fig. 6 Photo of test-line(IIAC)

4.1 실험 환경  조건

1) 소요장비  측정 장비 

a) Mesh장비 : Strix OWS 2400(실외), Strix 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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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b) 무선 안테나 : 지향성(실외형) 6개, 무지향성 (실

내형) 1개 

c) Test tool : Note book computer 

d) Application : Ping, FTP   

e) 무선랜 Laptop Analyzer : 에어마그넷 아날라이  

Tool

f) 계측기: Spectrum Analyzer

2) 측정장비의 구성

a) Root Mesh 장치에 모의시험장치를 연결하여 

로그램을 실행하고 Outdoor 시스템은 5.7GHz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여 메쉬 무선 망을 구성

한다. 

b) 차상무선통신 장치는 지상무선통신 장치와 통신

하도록 구성한다. 그림 7은 실제 장 설치  

실험사진을 보이고 있다.

  

Root mesh 구성         Root mesh 장비연결

그림 7. 무선 메쉬 구성 사진
Fig. 7 Photos of radio mesh configuration

4.2 수신감도 측정[4],[5]

차량에 Spectrum Analyzer 와 무선 랜 Analyzer를 

탑재하고 차량을 시 부터 종 까지  구간을 이동

하면서 수신감도를 측정하 다. 

1)  수신율 계산식 

수신감도 = 무선 랜 출력+안테나 이득 - 이블손

실 - 거리손실 - 기타손실(삽입손실) 

1. 무선장치 최  출력 : 26dB 

2. 안테나 이득 : 차상장치=5dBi, 선로변장치=18dBi 

3. 이블 손실 : 차상장치=7dB, 선로변장치=5dB 

4. 기타 손실 : 차상창치=3dB, 선로변장치=9dB 

5. 거리 손실 : 32.4+20log(F Mhz)+20log(d Km) 

그림 8. 선로변장치간 거리
Fig. 8 Distance to between wayside equipment

4.2 핸드오버  어 리 이션 실험 결과 
1) 핸드오버 테스트 

Root Mesh에서 Outdoor 'C'까지 시속110Km로 이

동하면서 ICMP 패킷 송시 Loss가 발생하는지 확인

하 다. 각 AP마다 3차에 걸쳐서 테스트를 실시한 결

과, 그림 9와 같이 손실이 미 발생 되었고 표 3과 같

이 200ms 이내로 정상 인 로 이 가능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Ping Loss 없이 정상 으로 로 이 이루어

지며 시속 110km/h 주행시에도 끊김 없이 서비스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표 3. Ping 테스트 결과
Table. 3 Ping test result

구분
결과

비고
1차 2차 3차

Loss확인 - - -

지연확인 199ms 120ms 98ms

그림 9. 핸드오버 테스트 결과
Fig. 9 Roaming test result

2) 어 리 이션 수용 능력 테스트 

Root Mesh에서 속된 노트북에 FTP서버를 실행

시키고 Outdoor "C"에서 일 송을 실행하여 표 4

와 같이 무선 메쉬 장치의 송 역폭을 측정하 다.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

154

표 4. 송 역폭 측정 결과
Table. 4 Result of forward bandwidth test

구 분
결 과

1차 2차

application 

수용능력

root 속 15.4Mbps 11Mbps

outdoor “c" 속 8.1Mbps 6.8Mbps

 

그림 10. 어 리 이션 수용 능력 테스트 결과
Fig. 10 Result of application access test

그림 10에서의 결과처럼 무선 데이터 송장치가 

사용하는 역폭은 20Kbps 이하이며, 무선 데이터 트

래픽 수용에 충분한 무선 역폭을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4.3 Smart Frequency Selection[6] 

지상무선설비의 주변에서 주 수 채 의 간섭이 발

생이 될 경우, 자동으로 동일 채 을 회피하여 다른 

채 로 설정하는 기능을 확인하 다. 

a) 시험방법 

그림 11과 같이 차상무선설비와 지상무선설비 3간

에 157채 (5.785GHz)로 통신시켰다. 그리고 지상무선 

설비 1과 2를 3번과 동일한 157채 로 설정하여 주

수 간섭을 발생시켰다.

Smart Frequency Selection 기능으로 지상무선설비 

3의 채 이 최  157채 (5.785 GHz)에서 149채

(5.745 GHz)로 자동 변경되어 주 수 간섭이 발생하

지 않음을 확인하 다. 

그림 11. Smart frequency selection 련설비 구성도
Fig. 11 Configuration of smart frequency selection

4.4 열차제어정보 송시험(지상→차상)

지상에서 차상으로 열차제어정보를 무선 Data 송 

S/W의 규정된 Data 송 Format에 의하여 정확히 

달하는가를 지상  차상 시뮬 이터를 통하여 확

인하 다. 

1) 시험방법 

그림 12와 같이 구성된 지상  차상시뮬 이터를 

가지고 3단계 차로 실험을 시행하여 확인하 다. 

그림 12. 제어정보 송시험 시뮬 이터 구성도
Fig. 12 Configuration of data transfer simulator 

a) 1단계 : 지상시뮬 이터에서 열차제어정보를 설

정한다. 

b) 2단계 : 무선 Data 송 소 트웨어에서 해당된 

열차제어 정보의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c) 3단계 : 차상시뮬 이터에서 해당된 열차제어 정

보의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d) 실험 결과 

지상시뮬 이터 설정된 여러 가지 열차제어 정보들

이 차상시뮬 이터로 모두 정상 으로 달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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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열차제어정보 송시험(차상→지상)

차상에서 지상으로 열차상태정보를 무선 Data 송 

소 트웨어의 규정된 무선 Data 송 Format에 의하

여 정확히 달하는가를 지상  차상 시뮬 이터를 

통하여 확인하 다. 

1) 시험방법 

a) 1단계 : 차상시뮬 이터에서 열차상태정보를 설

정하 다. 

b) 2단계 : 무선 Data 송 S/W에서 해당된 열차 

상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 다. 

c) 3단계 : 지상시뮬 이터에서 해당된 열차상태 정

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 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열차제어 등 철도 용주 수의 확보 

방안에 하여 국내외 용 황을 토 로 의 특

성, 필요한 역의 조사, 역폭, 확보 방안에 하여 

제시 하고, 무선 Mesh 기술에 하여 실제 노선에 

용할 수 있는 무선 Data 송장치에 하여 설계하고 

제안하고, 실제로 노선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110km/h의 최고운행속도에서도 정확한 핸드오버

가 구 되어 무선 메쉬를 통한 양질의 통신이 

가능함이 검증되었다. 

2. 110Km/h의 최고속도에서도 무선Data 송의 

역폭을 20kbps로 계획할 경우 안 한 무선 송 

역폭이 보장됨이 검증되었다. 

3. 장의 무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5.7GHz

역에서 주 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무선 

Data의 채 주 수를 확보할 수 있음이 검증되

었다. 

4. 차·지상간의 열차상태정보  열차제어정보가 정

확히 송수신 됨이 검증되었다.

실험 결과, 무선 Mesh 방식을 이용한 5.7GHz 역 

주 수 송 시 열차제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제시된 무선통신기술이 향후 통신기

반 열차제어시스템 기술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 기반 

연구의 토 를 제공하고, 열차제어시스템의 독특한 안

조건인 Fail-safe를 만족할 수 있도록 비 허가 역 

주 수를 이용하여 안 을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응용기술에 한 가능성을 제공하 다

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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