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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철도 용 무선통신망은 운행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무선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차상 내에서 제국과

의 통신을 해서는 각 구간별로 별도의 통신장치가 필요하다. 철도통신에서 데이터 송율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 차세  철도 용 무선통신망으로 LTE-R(Long Term Evolution-Railway)에 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차상 내에서 기존의 통신방식과 LTE-R방식을 사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통신방식을 수용할 수 있

는 연동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철도통신방식의 황  LTE-R방식의 필요성에 해 알아보고, 

차상 내에서 하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통신방식을 연동하기 한 방안에 해 소개한다. 한 무선통신

망 연동을 실제시스템에 용하기 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서도 분석한다. 

ABSTRACT

The current railway wireless network uses various communication scheme depending on the section of railway. Therefore, in the 

train, it is required a specific communication device for the corresponding communication scheme to communicate and exchange 

data with the control center. To enhance data rate and support various services, LTE-R scheme has been developed for the next 

generation railway communications. To use both the existing communication  and LTE-R schemes, it is required an integration 

method for encompassing all communication schemes. In this paper, we overview existing railway communications and LTE-R 

scheme. Then, we develop a network integration method which can be applied by using one terminal in the train. In addition, 

implementation issues for the integration are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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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철도에서의 신호는 열차의 치를 악하여 철도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며 [1-2], 통신은 열차를 운용,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 간의 정보 송수신에 사용된다. 

재 국내의 철도에 사용되고 있는 무선통신 방식은 구

간별로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철도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방식은 VHF(Very High 

Frequency), TRS-ASTRO(Trunked Radio 

System-ASTRO), TRS-TETRA의 세 가지 방식이 사

용되고 있으며 구간별 무선통신 방식은 표 1과 같다

[3-4].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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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mmunication method

VHF
TRS-
ASTRO

TRS-
TETRA

Conventional railway All section ○

Kyoungbu
 high-speed

railway

1
st
 Step

Seoul~Kwangmyeong ○

Kwangmyeong~Daejeon ■

Deajeon city section ○

2
nd
 Step

Daejeon~Dongdaegu ■

Daegu city section ○

Dongdaegu~Busan ◎

Honam
 high-speed

railway

1
st
 Step Osong~Kwangju ◎

2
nd
 Step Kwangju~Mokpo ◎

Metropolitan area
high-speed
railway

- Suseo~Pyeongtaek ◎

표 1. 철도 구간별 통신방식

Table 1. Communication method depending on railway section

 

각 구간별로 각기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기

사, 제사  유지보수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특히 기 사가 여러 개의 단말기를 소지하여 각 구간

별에 해당 되는 단말기로 통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서로 다른 통신방식으로 인한 통신 단 과 같은 

상황은 긴 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큰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신 단 을 없애고 통신의 음

지역을 해소를 해 철도 무선통신망의 통합이 필

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 철도 용 무선통신기술

로 LTE 통신을 용하는 LTE-R 방식이 제안되었으

며[5]  무선 메쉬(Mesh)를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 데

이터 송 기술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6]. 유럽에

서는 재 철도통신망으로 사용되고 있는 

GSM-R(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Railway) 방식을 LTE-R 방식으로 

체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7]. 재 사용되고 있

는 철도통신망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통신망인 LTE-R 

방식을 수용하기 해서는 단기 으로는 다양한 철도

통신망을 수용하면서 장기 으로 LTE-R 방식으로 진

화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기존의 

통신방식과 LTE-R 방식간의 망 연동이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  기존 철도무선통신망의 특성에 

해 분석하고 LTE-R 통신방식의 특징에 해서 소

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무선통신망과 

LTE-R방식의 연동 방안에 해 분석하고 망 연동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서 논의한다.

Ⅱ. 철도 무선통신망 황

이장에서는 앞 장에서 언 한 기존 철도 무선통신

망  LTE-R 기술의 황에 해 소개한다. 

2.1 기존 통신망 기술

VHF는 국내 일반철도에서 열차 운행 시 제실 

는 기지국과 차량 이동국의 열차 승무원간 는 휴

 이동국 상호간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설비로 

(Point-to-Point)방식의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53MHz의 역에서 4개의 채 을 사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의 통달거리 만큼 무 기로 음성 호



철도 무선통신망 연동 방안 연구

 661

출에 의해 통화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호간 통화

에 사  약속이 필요하다. VHF의 일 일 통신방식은 

다양한 통화(그룹통화, 우선순  통화 등)방식을 이용

할 수 없으며, 철도 무선통신망의 주요 요구사항인 안

성/신뢰성/보안성을 보장 할 수 없다. 

TRS는 기존 VHF방식의 주 수 효율, 혼신  간

섭, 긴 통화 기능을 해결하기 한 기술로서 아날로

그 TRS에서 디지털TRS로 발 하 다. TRS의 기본 

서비스는 사용자간 일 일 통화, 일 다 통화, 동 그

룹 설정, 긴 통화, 우선순  통화, 통화 내용 녹음 등

의 기능이 있으며, 북미방식인 TRS-ASTRO와 유럽

방식인 TRS-TETRA 두 가지 방식이 있다.

TRS-ASTRO 방식은 2단계로 개발되었는데 1단계

는 12.5KHz 당 단일 채 만을 사용하는 

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 으나, 2단계에서는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도입하고 변조방식을 변형하

여 주 수 효율을 향상시켰다. 표 2는 단계별 

TRS-ASTRO 기술을 나타낸다[8].

표 2. TRS-ASTRO 단계별 기술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RS-ASTRO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stage 

Property Stage 1 Stage 2

Channel 

Access
FDMA

TDMA(including 

FDMA)

Bandwidth 12.5KHz 6.25KHz

Data rate 9.6kbps 9.6kbps

Modulation 

scheme
C4FM CQPSK

TRS-TETRA 방식은 1995년 25KHz의 역폭으로 

4채 을 제공하는 Release 1(R1)과 2006년 R1에 데이

터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킨 Release 2(R2)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R2는 기존 R1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해 네트워크 구조 변경 없이도 간단하게 R2로 업그

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3에 R1과 R2의 

기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는데, R2 기술은 기존의 R1 

방식이 사용하는 역폭  채 속 방식을 수용하

면서 다양한 변조방식을 용하여 데이터 송율을 

향상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표 3. TRS-TETRA Release별 기술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TRS-TETRA depending on 
the release

Property Release 1 Release 2

Frequency 

range

380MHz, 

800MHz

Multi-band (up 

to 1GHz)

Channel 

Access
TDMA TDMA

Data rate 7.2~36kbps 54~690kbps

Modulation 

scheme
π/4 DQPSK

π/4 DQPSK, 

4QAM/16QAM/ 

64QAM

TRS-TETRA 방식은 개별통화, 그룹통화, 화

속통화, 일제통화, 비상통화  직 통화와 같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시지  패킷 송과 같은 데이

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속도 

측면에서는 R1은 300km/h의 이동속도를 지원하고 R2

는 400km/h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TRS-TETRA 방식은 VHF나 TRS-ASTRO 방식에 

비해 다양한 통화 방식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철도 무선통신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열차제어 

시스템 미 용, 국외기술독 으로 인한 국산화의 한

계, 고속 데이터 서비스의 어려움이 있다[9].

2.2 LTE-R

재 유럽에서는 GSM-R 기술을 이용하여 철도 무

선통신에 용하고 있으나 GSM-R 은 송 용량이 

제한 이며, 메시지 송지연이 400ms여서 실시간 

용에 부 합하며, 약 7 의 긴 셋업 시간(setup time)

을 가지는 단 이 있다. 물리계층 측면에서 볼 때 

LTE-R 방식은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64QAM변조 방식을 지원하

고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을 

용할 수 있어 데이터 송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LTE-R기술은 GSM-R방식에 비해 망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QoS(Quality of Service) 송이 가능

함에 따라 철도와 같이 안 에 민감한 시스템에 용

할 수 있다. 한 패킷 지연을 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10]. 따라서 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에서는 2011년부터 GSM-R의 진화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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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R에 한 논의를 시작하 다. 기존의 철도 무선

통신방식의 단 을 해결하고 고속운행지원, 기능성(그

룹통화, 테이터 서비스, 통화품질 등), 안 성을 기반

으로 다양한 무선통신기술을 고려해본 결과 LTE-R 

방식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

으로 하여 국내에서는 LTE-R방식의 일부기술을 개발

하여 시연하 다[5],[8].

Ⅲ. 철도 무선통신망 연동 방안

이 장에서는 기존 철도 무선통신망들과 LTE-R 망

을 연동하기 한 방안을 차상 내 장치에 을 맞

추어 분석한다. 차상 내에서 기존의 무선통신방식과 

LTE-R 방식을 동시에 수용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모든 통신방식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단말장치 혹은 게이트웨이 형태로 구  될 

수 있으나, 단말장치 형태로 구 될 경우 여러 가지 

통신방식을 동시에 수용하기 해서는 단말기의 하드

웨어 복잡도가 증가하고 단말기의 크기가 증가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차상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차상 내에서 하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송수신 하는 형태를 고려한다. 본 논

문에서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형태를 이용하여 두 

가지 연동방안을 제시한다.

3.1 망 연동 방안 1

그림 1. 무선통신 연동 방안 1

Fig. 1 Integration of wireless communications: 
Integration method 1

그림 1에 첫 번째 연동방안을 나타 내었다. 게이트

웨이에 모든 통신방식(기존 방식  LTE-R)을 수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이트웨이에서는 여러 개의 수신

신호  하나를 선택하여 AP(Access Point)로 보낸

다. AP는 단말장치와의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

신 한다. 이와 같은 형태 에서는 단말장치는 AP와의 

통신만 가능하도록 구 될 수 있다. 

3.2 망 연동 방안 2

그림 2에 두 번째 연동 방안을 보여 다. 여기서는 

게이트웨이에서 기존의 통신방식(VHF, 

TRS-ASTRO, TRS-TETRA)만 수용하여 여러 개의 

수신신호  하나를 선택하여 AP로 보낸다. AP에서

의 신호는 단말기와 정보를 송수신 한다. LTE-R신호

는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직  단말기와의 통신

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 한다. 

그림 2. 무선통신 연동 방안 2

Fig. 2 Integration of wireless communications: 
Integration method 2

연동 방안 1과 2의 차이 을 살펴보면 연동 방안 1

의 게이트웨이는 모든 통신방식을 수용하는 반면 단

말기는 AP와의 통신만 지원한다. 연동 방안 2에서는 

게이트웨이가 기존 통신방식만 지원을 하는 반면 단

말기는 AP  LTE-R 방식과의 통신 두 가지를 동시

에 지원한다. 연동 방안 1은 단말기가 AP와의 통신만 

지원하기 때문에 단말기 구조가 간단해지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기 사나 사용자가 차상을 벗어나 AP

의 통신반경을 넘어서게 되면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

는 단 이 있다. 연동 방안 2는 단말기의 구조는 방안 

1에 비해 복잡해지지만, 추후 체 철도 무선통신망이 

LTE-R로 구성될 경우 단말기의 교체 없이 사용이 가

능하다. 한 차상 외에서도 LTE-R 망을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한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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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  이슈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망 연동 방안  

LTE-R 방식 구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해 논

의한다.

4.1 망 연동시 고려사항

가장 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앞 장에 언  되었

던 단말기의 구조 이다. 단말기 자체가 LTE-R 방식

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게이트웨이의 구조와 단말기/게

이트웨이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고려사항  하나는 통신방식의 우선순  결

정이다. 즉 LTE-R 방식이 추후 체 철도 무선통신

망으로 바 다 하더라도 LTE-R 망과 기존망의 신호

가 동시에 수신되는 경우 어느 신호에 우선순 를 두

고 통신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선순 를 수용

하여 신호를 선택하는 기능은 방안 1은 게이트웨이에

서 방안 2는 단말기에서 수행하게 된다. 

 다른 고려 사항은 철도의 특수성에 따른 차상장

치의 결함에 따른 통신신호의 처리방식 여부이다. 철

도 운행시 차상장치가 빈번하게 결합  분리가 가능

한데 이러한 경우의 데이터 처리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 새로운 차상장치가 결합했을 때 단말기가 새로

운 차상장치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통신이 끊김 없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차상장치 간에 데이터

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4.2 LTE-R 구 시 고려사항

철도통신에서는 무선통신기술을 음성이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목 과 더불어서 열차  신호를 제

어하는데도 사용한다. 유럽의 GSM-R 에서는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메시지를 정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ETCS 메시지는 아래와 

련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 수신 신호 세기

∙ End-to-End 지연

∙ 데이터 송율

∙ 연결실패 확률

∙ 핸드오버  최  단

∙ 비트 오류율

∙ 열결설정 지연

∙ 연결설정 실패 확률

LTE-R 구  시에도 ETCS에서 정의된 항목들의 

요구사항을 LTE-R 기술에 맞게 재정립하여 안 에 

민감한 철도 응용사항에도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난망 

 기존 망과의 간섭여부 이다. 재 국내에서는 국가

재난에 비하여 PS-LTE(Public Safety-LTE)를 구

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PS-LTE와 LTE-R이 동

일한 주 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에 한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 재난과 같은 긴 상황

시 혹은 철도 운행  긴  상황 발생시 동일 주 수

의 사용으로 인한 간섭은 자칫  다른 큰 사고를 일

으킬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 무선통신망의 연동 방안에 

해 분석하 다. 먼  기존의 철도 무선통신 방식의 특

징에 해 조사하 으며, 차세  철도 무선통신 방식

으로 논의 되고 있는 LTE-R에 해 소개하 다. 이

를 바탕으로 하여 두 가지 망 연동방안에 해 소개

하 는데, 첫 번째 방안은 하나의 게이트웨이로 기존

통신방식과 LTE-R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이며, 두 번

째 방안은 기존의 통신방식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수용하고 LTE-R방식은 독자 으로 단말기와 LTE-R

통신망 간에 통신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

여 실제 시스템 구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해서

도 논의하 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연동 방안은 실제 

망 연동 시스템 구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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