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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CBTC 열차제어시스템 무선 정보 송․수신의 이상 인 값을 도출하기 하여 운 기 인 신분당선을 

모델로 하여 터 환경에서 측정  시험하고,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끊임없는(Seamless) Hand off를 구 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 다. 한 주 수 간섭  재 송률을 이기 하여 이상 인 값(-57dB)을 제시하고, 무

선통신을 이용한 열차제어 시스템의 안정 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주 수 최 화를 증명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신분당선 2단계구간에 실무 용 할 계획이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seamless hand off implementation suggesting algorithm and Measuring /testing at the tunnel environment in 

order to derive the ideal value of wireless data transmission in RF-CBTC train control system modeled by Shinbundang Operation 

System. In addition, it proposes the ideal value(-57dB) for reducing the re-transmission or frequency interference rate and 

demonstrates frequency optimization which enables highly reliable data communication in Train control system using wireless 

commun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 Shinbundang phase 2 plan to apply to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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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호기의 시조건과 궤도회로에 의하여 속도를 제

어하고, 운행 치를 추 하던 열차제어방식은 TWC장

치에 의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ATC/ATO방식에 

의하여 치  속도를 제어하던 단계를 지나 지상과 

차상간의 발리스(Valis)에 의하여 열차 치를 검지하

는 방식과 무선통신에 의해 제어하는 기술을 용하

고 있다. 제어방법  RF-CBTC(Radio Frequency 

Based Train Control)는 무선통신에 의하여 열차를 

제어하며 기 사의 제어에 의존하지 않고, UTO방식

의 열차운행이 가능하다. 한 운 자의 조작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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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error)에 의한 장비의 고장을 차단하고, 시스

템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하여 여러 가지 안정장치

와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1-4] 

국내에서도 무선통신에 의한 열차 제어방식

(KRTCS)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이며, 수년 내 국

산화된 열차제어시스템을 확보가능하게 될 것이다.

재 신분당선 RF-CBTC를 기반으로 FHSS방식의 

열차제어시스템을 채택하여 지상신호와 차상신호간 

무선통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운 시스템에 사용 인 RF- 

CBTC 열차제어시스템의 지․차상간 무선통신 방식

을 서술하고, 지․차상간의 무선신호 세기를 측정  

분석하여 주 수간섭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 다. 

한 Hand off알고리즘을 제시하여 Seamless한 Hand 

off실 으로 안정 인 정보 달과 이상 인 정보 송

을 제시하여 효율을 증 시키고자 한다.

Ⅱ. FHSS방식 네트워크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방식

은 미군의 무선통신을 해 군수용으로 사용되던 것

을 1980년  말 미국정부에 의해 민수용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1990년  반부터 상용되어 보안성이 높은 

무선랜 방식이다. 79개의 독립채 (2.4㎓∼2.483㎓)을 

사용하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Random Hopping 

Sequence로 무작 로 주 수 채 을 도약(Hopping)

하며 무선정보를 송․수신한다.

2.1. 잡음  간섭 항성

잡음  간섭 항성(Noise and Interference 

Immunity)은 주 수 에 다른 무선 신호가 존재할 때 

오류없이 작동 가능한 시스템의 능력을 말하며, 

FHSS방식은 약 18dB의 SNR(Signal to Noise 

Radtio)로 작동된다.

2.1.1 체 주 수  간섭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주어진 체 주 수  간섭

(All Band Interference)은 DSSS방식이 상 으로 

낮은 신호 벨에서도 작동이 가능하여 동일한 송에

지로 더 멀리까지 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선통

신에 사용되는 체 스펙트럼이 FHSS방식은 체 

ISM 역에서 83.5㎒,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방식은 ISM Band의 Sub Band  23㎒이

다. 따라서 주 수 간섭이 발생하면 DSSS방식의 23

㎒ 역 체를 차단할 수 있지만, FHSS방식의 도약

에서는 약 25%만이 차단되며, 그로인해 FHSS방식은 

체 능력의 약 75%의 조건에서도 안정 으로 기능

이 발휘하지만, DSSS방식은  작동하지 못한다.

2.1.2 Near/Far Problem

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력이 수신기의 무선신

호를 방해하여 수신기가 정상 인 동작을 못한다. 

FHSS방식에서는 송신기에 의해 생성된 간섭이 일부 

주 수 채 을 차단하여도 수신기가 최 의 조건 이

하에서도 작동하므로 안정 인 무선정보의 송․수신

이 가능하다.

2.2 DSSS방식

확산 역기술은 장거리 데이터 통신에서 다 경로

에 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제안된 

것으로 데이터 통신시 자연 으로 발생되는 잡음이나 

방해, 간섭 등의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확산

역방식은 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필요한 역폭에 

비해 훨씬 넓은 역폭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측

에서는 원래의 정보 역폭으로 수신된 신호를 복원

하는 방식이다. 확산 역의 기본 구조는 그림 1과 같

다[5].

그림 1. 확산 역의 기본 구조
Fig. 1 The basic structure of the spread-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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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역 기술은 역 방식과는 반 로 송하고 

싶은 정보를 최 한도의 역폭으로 송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으로 역 방식보다 확실하게 더 넓

은 주 수 역폭을 사용하여 정보를 송한다. 그림 

4와 같이 송신측에서는 PSK(Phase Shift Keying) 

는 FSK(Frequency Shift Keying)방식으로 1차 변조

하고, 역폭을 넓히기 하여 2차 변조를 시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확산변조라 한다. 그림 2는 DSSS변조

의 기본 원리도이며, 그림 3은 칩 코드에 따른 비트 

패턴의 계를 보인다.

그림 2. DSSS변조 원리도
Fig. 2 DSSS modulation principle

그림 3. DSSS의 비트 패턴
Fig. 3 The bit pattern of DSSS

수신측에서는 확산 변조된 신호를 원래 로 받기 

해서 2차 복조 혹은 역확산(Despreading)시킨다. 역

확산 된 신호는 송신 측에서 역확산 한 신호와 동

등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차 복조를 행한다. 확산

역은 역이며 잡음과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므로 

무선정보를 송․수신  제 3자가 감지하거나 도청 

는 다른 방식으로의 복조가 어려우며 간섭 가능성

(LPI : Low Probability of Intercept)이 비교  낮고, 

잼(Jam : 방해) 방지 특성이 우수하다. 

DSSS방식은 스펙트럼을 확산시켜야 할 신호에 있

어서 이 신호가 갖는 역폭에 비해 충분히 넓은 스

펙트럼을 가진 확산 부호를 이용하여 역 신호를 

역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를 확산시키고, 그 에

지를 분산시킨다. 0과 1로 구성된 확산신호를 확산코

드 는 확산시 스라 한다. 수신기는 송신기에서 사

용한 것과 동일한 확산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한 신호

의 확산된 역을 역환원(Despread)하고 이 역 

환원된 신호를 복조하면 원하는 데이터 시 스가 얻

어진다. 확산 역 기술은 식 (1)과 같다.

   log
  (1)

식 (1)에서 는 당 비트 용량[bits/sec], 는 

역폭[BW/㎐], 은 노이즈 력, 는 신호 력을 나타

내며, 그림 4는 채 용량 형식의 이론을 기본으로 나

타낸 것이다[6].

그림 4. DSSS 신호 스펙트럼
Fig. 4 DSSS signal spectrum

정보를 송하는데 사용된 역폭과 채  내 

비

로 비교되고 오류없는 정보를 송하려는 채 능력 

사이의 계를 나타낸다. 원하는 시스템 정보율과 변

화를 기반으로 를 입하면 식 (2)와 같이 된다.



 log

  (2)



를 이기 해 log값을 Jam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0.1이하로 입하면 식 (3)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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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hresholds

Frequency 2.4㎓∼2.4835㎓

표 1. 국내의 기술기   측정설정
Table 1. Setting technical standards and 

measures of domestic

Antenna Power less than 3㎽/㎒

Transmitting Antenna 

Gain

less than 6dBi

less than 20dBi

Frequency Tolerance less than±× 

Unwanted Out-of-band -30dBi

Occupied bandwidth 5㎒

Hopping Channel more than 15

Hopping Type

Residence time less than 0.4sec

식 (3)은 수항의 확장에 의해 식 (4)와 같이 나타

난다.

log
  


 

 
 


 

 
 


 

 
 


  

 

(4)

식 (4)에서 

은 식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

식 (5)의 역폭은 식 (6)과 같이 나타난다.




(6)

주어진 조건에 맞게 

비를 얻기 해서는 정보를 

송할 역폭의 증가에 의해 정보 오류율을 낮출수 

있다.

Ⅲ. RF-CBTC

ISM 역에 속하는 2.4㎓ 역은 별도의 구분이 없

었던 스펙트럼 확산 방식을 DS(Direct Sequence)방식

과 FH(Frequency Hopping)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정하

고 있다. 

3.1. 국내의 측정방법

2013년 9월 11일 개정된 국내의 FHSS의 기술기

의 내용은 법 제45조, 무선설비규칙 제29조 7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낸다.

3.1.1 송신공 선 이득

일반 인 경우 이득을 6dBi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

며, 고정형  통신용 무선설비의 경우에 한하여 

20dBi까지 허용된다. 이는 FCC와 유사한 형태로 공

선 이득의 증가에 따른 복사 력 증가로 인해 복사

력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빔 폭의 변화로 간섭을 

방지할 수 있다. 공 선의 이득 증가에 한 공 선

력의 감쇠량을 규정하지 않고, 고정형  통신용 

무선설비일시에는 이득을 20dBi로 제한하며, 공 선 

이득의 가변시 그 실  가능성으로 공 선 이득의 변

화에 따른 공 선 력량 감쇠 실 의 실용성과 필요

성으로 인해 제한된 것이다. 한 실측정시 공 선 이

득의 증가에 따른 력의 감쇠량을 정확한 도출이 어

려운 이유도 해당된다.

3.1.2 유 주 수 역폭  Hopping 채 수

국내의 유주 수 역폭 기술기 은 1hop에 해당

하는 것으로 Hopping 채 의 개수는 도약에 의해 

유되는 체 운용 가능한 주 수 역을 1hop에 차지

하는 유주 수 역폭으로 나  것이며, 유 주 수

역폭 5㎒의 기 은 기존의 1㎒ 시스템을 모두 포함

하는 기 이다. 

3.1.3 Hopping의 성격

Hopping의 순서는 체 Hopping 채 에 하여 

균등하게 Hopping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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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기능을 갖춘 설비로 반송 감지에 의해 Hop-

ping하지 않는 채 은 별도로 리한다. 응형 주

수 (Adaptive frequency hopping)방식을 채택하는 무

선기기를 고려한 것으로 송품질이 좋지 않은 채

은 Hopping되지 않으므로 체 Hopping 채 을 균등

하게 Hopping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Ⅳ. RF-CBTC방식의 열차제어시스템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방식

은 IL-CBTC(Inductive Loop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방식과 RF-CBTC(Radio Frequency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방식으로 구분

되며, IL방식은 선로의 심에 Inductive Loop를 일정

한 간격으로 크로스하여 설치한다. 이 Loop는 지상장

치와 차상장치간에 정보 송을 함과 동시에 열차의 

치를 검지한다. RF-CBTC방식은 AP (Accese 

Point)를 통하여 지․차상간 연속 인 양방향 무선통

신으로 열차의 치를 검지하고, 실시간으로 열차간격

을 연산하여 진로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궤도회로를 

이용한 고정폐색의 방식보다 발 된 이동폐색방식을 

용시켜서 운 시격 단축으로 높은 선로 이용률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지상과 차상장비간 양방향 통신에 

의한 유연한 열차운 , 지상설비의 고 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감 등의 장 을 갖춘 신호시스템이다.

무인운  신호 시스템은 크게 열차자동 방호장치

(ATP : Automatic Train Protector), 열차 자동 운

장치(ATO : Automatic Train Operation), 열차 자동

운행 감시 장치(ATS : Automatic Train Supervi-

sion)로 구성되어 있다[7].

ATP는 선․후행 열차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열차

간의 안 공간을 확보하고, 안 한 진로를 확보하는 

등 열차 안 운 에 핵심 인 주요 기능을 수행하며, 

ATO는 속도 로 일을 생성하여 열차의 속도를 

가․감속하고 사  설정된 로그램에 의한 정확한 

정차, 열차 출입문 통제 등 기타 기능들을 수행하며 

ATS는 컴퓨터에 입력된 열차 스 에 따라 열차를 

운행시키고, 집  감시하여 열차의 안 한 보호  운

용을 한 원격 제어  감시 기능을 책임지며, 시스

템 구성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무선랜 방식의 시스템 구성도
Fig. 5 System configuration of the wireless LAN way

4.1. 지․차상 AP망 구성  무선신호 측정

지․차상간 무선신호를 측정하기 해서 정상 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축해야한다. 지상신호장

치는 AP무선통신장치, 동축 이블로 구성되며,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지상 무선통신장치의 구성도
Fig. 6 wayside configuration diagram of a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차상신호장치는 지상신호장치와 무선통신을 하는 

장치로써 신호의 강도와 치 확인이 가능하며, 지상

신호장치로 부터의 무선신호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7은 차상 무선통신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차상무선장치에는 신호의 강도를 기록할 수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와 주행기록을 측정하는 타코메

타가 차륜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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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차상 무선통신장치의 구성도
Fig. 7 The configuration of the radio communication 

apparatus on-board

무선신호를 측정하기 해서는 laptop에 측정용 소

트웨어를 설치하여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측정되는 

지상신호의 수신세기 값과 타코메타에서 송되는 주

행거리 값을 측정하여 장되도록 한다.

4.2. Data Rate 송률

무선신호를 측정하여 지상무선장치(AP) 설치 치 

선정  구성을 결정하고, 지․차상 무선장치간의 원

활한 무선통신을 하여 최소한의 역폭을 확보하고

자 무선신호를 측정한다. 측정시험을 통해서 차상무선

장치에 송되는 주 수는 표 2와 같다.

Data Rate Sensitive

1Mbps -81dBm

2Mbps -75dBm

3Mbps -67dBm

표 2. 차상무선장치 주 수 세기별 data rate 
송률

Table 2. Onboard wireless device data rate per 
frequency strength

′  


(7)

3Mbps의 역폭을 지원하는 Rx Sensitive 

(-67dBm)를 측정하기 해서는  식 7에 는 이

동 가능 라디오 안테나 이득, 는 시험용 라디오 

안테나 이득, 는 이동 가능 라디오 증폭기(12dB)

에서 이득, 는 시험용 셋 증폭기에서 이득으로 측

정을 한 트롤리에는 증폭기가 없으므로 설정 값은 0

과 같다. 는 연결부분의 이블이나 커넥터로 인

한 손실, 는 수신부에서 이블이나 커넥터로 이

한 손실, 는 수신 threshold의 이론 값(-65dBm)이

다. 따라서 식 (7)에 입하면 식 (8)과 같다.

′       
 

(8)

열차의 안테나 커버로 인한 손실 값 약 2dB를 감

해주면, -81dB값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시험을 통해 

장된 데이터는 표 3과 같이 분류된다.

Item Channel Frequency(㎒)

AP 1 10 2410

AP 2 20 2420

AP 3 30 2430

AP 4 40 2440

AP 5 50 2450

AP 6 60 2460

표 3. 지상신호장치의 측정값
Table 3. wayside signal device measurement 

4.3. 신호세기 측정

측정시험을 하여 그림 8과 같이 승강장 양쪽 종

을 기 으로 20m내에 과 를 설치하고, 차

상무선장치는 과 의 신호세기 기  값 약 

-81dBm이 측정되는 구간까지 이동한다.

그림 8. 신호세기 측정시험 1
Fig. 8 Signal strength measurement te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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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와 같이 차상무선장치는 의 신호세기 기

 값 약 -81dBm이 측정되는 시 에 을 설치하

고 와 의 신호세기가 약 -81dBm이 측정되

는 구간까지 이동한다.

그림 9. 신호세기 측정시험 2
Fig. 9 Signal strength measurement test 2

그림 10과 같이 차상무선장치는 의 신호세기 

기  값 약 -81dBm이 측정되는 시 에 를 설치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 역까지 이동하면서 

의 치를 선정한다.

그림 10. 신호세기 측정시험 3
Fig. 10 Signal strength measurement test 3

의 치선정이 완료되면 이 설치된 구간까

지 운행을 하면서 의 신호세기를 측정하고 기능검

증을 시행한다. 한 상행구간으로 열차를 이동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의 신호세기 측정  기능 검증

을 시행한다.

4.4. 터 구간의 무선 환경 측정

직선구간에서의 주 수 형은 터  구조물에 한 

난반사가 낮아 주 수 송․수신에 한 손실률이 고, 

지상 AP간 거리도 일정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있기 때

문에 안정된 Hand off를 시행한다[8]. Hand off 확인을 

하여 승강장(그림 11), 직선구간(그림 12), 곡선구간

(그림 13)에서 주 수 측정을 통해 시험을 하 다.

그림 11. 승강장 무선 환경 측정
Fig. 11 Radio environment measurement of platform

그림 12. 직선구간 무선 환경 측정
Fig. 12 Straight sections measuring wireless 

environment

그림 13. 곡선구간 무선 환경 측정
Fig. 13 Curve sections measuring wireless environment

곡선구간에서의 주 수 형은 주 수 송․수신의 

경로 손실률이 높고, 지상 AP의 각도  방향에 따라 

지상AP간 간격도 좁기 때문에 단기간에 Hand off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5. Hand off 알고리즘

RF-CBTC의 2.4㎓ 역의 주 수는 터  공간 내에 

무선 정보 손실의 확보가 필요하며, 터 구간 무선 환

경에 맞춰 지향성 안테나의 사용으로 열차가 이동하

면서 무선 정보를 송․수신을 한다. 열차가 지상AP에 

근 할수록 수신 벨 값이 증가하는 환경으로 이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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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로 개념과는 다른 방식의 Hand off가 용되었

다. Hand off의 일반 인 방식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일반 인 Hand off방식
Fig. 14 Hand off a general way

터 환경에서 Hand off방식은 기존에 수신하던 신

호 값과 새로 수신하는 신호의 복시 에 Hand off

를 하는 일반 인 방식과는 다르다. 터 에서의 Hand 

off는 그림 15와 같이 과을 경계로 Hand 

off를 갖는 구조이고, 인 AP의 신호를 모두 수신하

다가 이동방향에 따라 신호 벨이 정 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신호를 버리고 다른 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Hand off가 이루어진다[9].

그림 15. 터 구간에서의 Hand off방식
Fig. 15 Hand off the way in tunnels

터 구간의 환경은 지향성 안테나 사용으로 지

상AP 근처에서 Hand off가 구 된다[10]. 열차가 이

동하며(그림 17) 차상AP가 지상AP에 근하게 되면 

,   모두 수신하게 되며 이 구간에서 Hand 

off가 이루어진다.

그림 16. Hand off구간
Fig. 16 Hand off section

지 에 열차가 근 했을 때 신호의 송률이 

좋은 신호를 받고, 열차가 , , , 의 

신호를 모두 수신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동하면, 수신

하고 있던 신호보다 송률이 좋은 를 선정하여 

Hand off를 시행한다. 에서 로 Seamless

한 Hand off를 해서 일정 값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 

지상 의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으로 Seamless한 

Hand off를 구 할 수 있으며, 그림 17과 같은 알고

리즘은로 Hand off를 시행한다.

그림 17. Hand off알고리즘
Fig. 17 Hand off algorithm

열차가 이동을 차상무선장치를 통하여 주변의 지상

무선장치의 무선신호를 받는다. 그 에서 가장 좋은 

신호(시험을 통해 설정된 값)를 잡고 통신을 하는 과

정은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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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Bluetooth ZigBee Wi-Fi
Wibro

(WiMax)
MobileFi

Cell Scale
0∼

20m
0∼20m

150∼

300m

(LOS 1㎞)

2∼

5km

(50km)

Base 

station

표 4. 인 주 수 서비스 황
Table 4. Adjacent frequencies service status

그림 18. 지․차상무선장치간 무선 신호 범  1
Fig. 18 Wayside, on-board wireless devices signal 

range 1

그림 19와 같이 열차는 이동하면서 주변 AP의 신

호를 scan하고, 정보 송․수신에 가장 좋은 값을 

scan하면 기존에 잡고 있던 AP의 주 수를 버리는 

make and break방식의 Hand off를 시행한다.

그림 19. 지․차상무선장치간 무선 신호 범 2
Fig. 19 wayside, on-board wireless devices signal 

range 2

에서 주기 으로 송하는 무선 신호를 통해서 

인  들의 존재여부와 간격, 채  등의 라미터 

그림 20. 지․차상무선장치간 무선 신호 범 3
Fig. 20 wayside, on-board wireless devices signal 

range 1

정보를 송받는 Passive scanning과는 달리 인  

에서 beacon 임을 수신하여 들을 감지하

는 Active scanning 기법을 사용하 고, Hand off 지

연 시간을 일 수 있었다. 

그림 21은 Hand off시 Throughput 측정결과이다. 

유선일 때 Throughput 측정하면 Hand off구간 없이 

일정하게 송을 하지만, 무선으로 터 에서 송을 

하는 경우에는 역이 일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 

300kbps로 송하며, 최  500kbps까지 송을 하여 

300㎜/sec (약 0.3 )에 Hand off를 시행하는 것을 확

인하 다. 

그림 21. 국내 무선설비의 기술기  항목
Fig. 21 Domestic wireless technology standard item

4.8 주 수 간섭 기술성 검토

2.4㎓ 역 무선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

에 합한 법규나 표 안 검토가 필요하다. 단말기의 

고정용 는 이동용으로의 사용여부, 고정용 로토콜

을 이동용으로 사용할 때 최고속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기술 인 표 은 IEEE 802.11 b/g/n/a  어느 

것을 사용할지 한 사용되는 장비가 인증을 받았는

지 안테나는 어떤 특정을 사용하는지 기술방식에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표 4는 2.4㎓ 역의 인  

주 수를 사용하는 서비스 황을 나타낸 것이다.



JKIECS, vol. 9, no. 4, 455-468, 2014

464

Protocol 

Standard

IEEE

802.15.1

IEEE

802.15.4

IEEE

802.11a/b/

g/n

IEEE

802.16e

(IEEE 

802.16)

IEEE 

802.20

Rambling  × × × ○ ○

Frequency 

band
2.4㎓ 2.4㎓ 2.4㎓/5㎓ 2.3㎓ 2.3㎓

Channel 79 11∼26 13
9(for 

business:6)
15∼30

Transmissi

on Speed
1Mbps 250kbps

11Mbps/

54Mbps

15Mbps

(75Mbps)
1Mbps

4.9. 간섭주 수 실측

간섭주 수 실측을 해서는 그림 22와 같이 스펙

트럼 아날라이 를 AMP(증폭기) Rx에 연결하고 외

부에서 유입되는 간섭주 수의 신호세기를 측정하며, 

측정시 차상무선통신장치  지상무선통신장치의 

원은 Off 하여야 한다.

그림 22. 지상 무선통신장치 주 수 간섭 측정 구성도
Fig. 22 Improved DRM system based on P2P network

스펙트럼 아날라이 의 Start는 1000㎒, Stop은 3000

㎒, Sweep은 1sec로 설정하고, Max Hold를 용한다.

그림 23. 주 수 간섭 세기 측정데이터
Fig. 23 Frequency interference intensity measurement 

data

측정결과 그림 23과 같이 간섭주 수가 측정되었으

며, 스펙트럼 아날라이 로 측정하 을 때 AMP(증폭

기)의 잡음(Noise)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Marker#1, Marker#2, Marker#3을 용하 을 때 

주 수 세기는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Item Frequency
Interference 

strength
note

Marker#1 2.15㎓ -14dBm WCDMA

Marker#2 2.3㎓ -17dBm Wibro

Marker#3 2.4㎓ -40dBm Wi-Fi

표 5. 주 수 간섭 세기 측정값
Table 5. Frequency interference strength 

measurements

그림 23에서 정상 잡음(Noise)의 벨은 -72dB정

도이지만, 간섭주 수에 의해 약 20dB정도 Noise 

Level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MP는 Half 

duplex방식으로 동작을 하지만, 외부 간섭(Free 

duplex)에 의해 주 수 간섭의 향을 받아서 Noise 

Level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간섭주 수에 의해 RF Module

의 부하량 증가로 인한 Warm Start 상이 발생하

다. Warm Start 상은 기화(初期化)한 입․출력 데

이터 기억력의 재사용이 허용되는 시스템 재기동으로 

Software 인 system restart를 말하며, 장비의 원

을 Restar하는 Hardware 인 Cold Strat와 비된다. 

그림 24는 Warm start가 발생하는 AP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Warmstart 발생 log data
Fig. 24 Log data generated Warm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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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지상무선 통신장치의 네트워크는 정상동작

상태지만, 일시 으로 차상무선통신장치와는 통신을 

하지 않는 Holding 상이 발생한다. 그림 25는 인  

AP Scan명령을 통하여 Holding 상을 확인한다.

그림 25. AP holding log data
Fig. 25 AP holding log data

4.8. BPF설치

ISM(2.4㎓) 역용 역통과 필터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요구되는 삽입손실  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터는 8단(8pole) 공진기로 구성되며, 설계 

주 수는 심주 수가 2.45㎓이고 심주 수 비 

5%의 통과 역(Fractional bandwidth)을 가지도록 하

다. 0.1dB 통과 역 리 (Ripple)을 갖는 8단(n=8) 체비

셰 (Chebyshev) 형태의 역통과 필터를 이용한다.

그림 26. BPF를 추가한 지상 무선통신장치 주 수 
간섭 측정 구성도

Fig. 26 BPF adding a terrestrial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 interference measurement 

configuration

4Pole BPF(밴드패스필터) 용 후 그림 26과 같이 

스펙트럼 아날라이 를 AMP(증폭기) Rx에 연결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간섭주 수의 신호세기를 측정하

며, 측정시 차상무선통신장치  지상무선통신장치의 

원은 Off 하여야 한다. 그림 26은 지상무선 통신장

치에 BPF를 설치한 구성도이다.

스펙트럼 아날라이 의 Start는 1000㎒, Stop은 

3000㎒, Sweep은 1sec로 설정하고, Max Hold를 용

한다.

그림 27. BPF를 추가한 주 수 간섭 세기 측정데이터
Fig. 27 Adding the BPF frequency interference intensity 

measurement data

측정결과 그림 27과 같이 간섭주 수가 약 40∼

50dBm으로 감소하 으며, 간섭주 수에 의한 Noise 

Level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rker#1, Marker#2를 용하 을 때 주 수 세기는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Item Frequency
Interference 

strength
note

Marker#1 2.15㎓ -69dBm WCDMA

Marker#2 2.3㎓ -54dBm Wibro

Marker#3 2.4㎓ -45dBm

표 6. BPF를 추가한 주 수 간섭 세기 측정값
Table 6. Adding the BPF frequency interference 

intensity measurement data

그림 28은 BPF를 설치한 후의 Warm start가 발생

하한 Log data로 Warm start가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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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BPF를 추가한 warmstart 발생 log data
Fig. 28 Occurs warmstar log data of adding BPF

그림 29는 BPF를 설치한 후의 인  AP Scan명령

을 통하여 Holding 상이다.

그림 29. BPF가 설치한 후의 AP Holding log data
Fig. 29 Improved DRM system based on P2P network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에 

최 화된 무선 송을 해 FHSS방식의 무선 송장치

를 채택하 으나, 차장장치와 지상설비간의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원인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섭주 수

에 의한 무선장치의 통신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

하 다. 간섭주 수와 무선 송률의 상호 계에 해 

연구를 실시하 으며, Full Duplex방식의 간섭주 수

에 의한 증폭기의 잡음(Noise) 40～50dBm 상승되는 

확인하 다. 잡음(Noise)에 의해 RF모듈의 부하량 증

가되었고, 송률 지연, 역폭 하락, Warm Start, 

RF Holding, 음 지역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보완하기 한 실제 운   인 차상장치와 지

상무선장치에 BPF를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고, 

BPF 용 후 증폭기의 잡음(Noise)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Warm Start발생횟수는 1일 최  

18회에서 4회 미만으로 었으며, RF Holding  음

역지역 발생 상도 보완이 되었다. 본 실험 결과를 토

로 운 인  설비에 BPF를 추가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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