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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LTE-R(철도무선통신망) 실용화 및 국가철도통신망 구축 계획

요 약 

본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공공통합망 주파수 (700MHz대

역)를 사용하는 철도통합 무선통신망 (LTE-R)의 호남고속철

도 익산~정읍간 시험선 구축을 통한 실용화 계획과 함께 국가 

철도망 적용을 위한 노선별, 지역별 중장기 구축 계획과 최초로 

사업화를 준비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

을 소개한다. 

Ⅰ. 서 론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절감 계획에 따

라 철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거대시장으로 성장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우리나라도 이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정책 기

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통부문은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이동성과 접근성을 위한 대중적 교통수단의 확보

가 관건이며, 특히 철도교통은 도로교통이나 항공교통에 비해 

높은 수송능력을 갖는 고속대량 교통수단으로서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교통부문의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도로교

통 대비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향

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국가 교통 핵심 기반으로 철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

부는 국토 전반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제2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획(2011∼2020)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 분야에서는 관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적 차원의 철도 인

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열차운영 환경 및 열차운영

속도, 고밀도 열차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철도신호 및 통신시

스템의 통합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철도

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건설, 운영하는 도시철도(경전철)

와 국가가 건설, 운영하는 일반철도, 고속철도로 구분되며, 이

들의 열차제어시스템과 통신시스템의 기능도 각각 다르게 주어

진다.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열차제어시스템은 자동화 및 무인

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열차의 주요 장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일반철도에 적용되는 열

차제어시스템은 화물 및 여객 열차가 혼합 운용됨에 따라 이들 

속도에 따른 선행열차와 후속열차간의 안전간격 확보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속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와 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설비와 연계하여 고속 운행시의 안전한 열

차운행을 보장하도록 구성된다. 

국내의 철도 통신시스템은 대부분 유선통신망으로, 일반철

도 구간은 VHF(Very High Frequency) 시스템을 통해 단순 

음성통화만 실시함으로써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하며, 특히, 

음영지역이 전국에 산재함에 따라 효율적인 열차운행에 지장

이 되고 있다. 고속철도구간은 2004년 경부고속선 도입과 함

께 TRS(Trunked Radio System) 와 VHF가 혼용으로 운용되

며, 이 시스템도 단지 음성통화 및 단순 데이터 통신만이 가능

하며, 경부고속선상의 운행 열차 위치에 따라 통신방식이 VHF, 

TRS-ASTRO, TRS-TETRA로 변경됨으로써 고속열차 운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데이터

는 관제센터 및 차량 유지보수 센터와의 통신이 불가능하여 열

차 장애의 조기 진단이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선별 연계운행 강

화 및 운행시격 단축을 통한 철도 수송능력 증대와 철도운영 효

율성을 향상시키고, 세계 기술시장 변화에 대응한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2010년에 착수하여 2015년부터 단계적인 상용화 실

행 계획을 2011년에 수립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미래의 이동통

신 개념이 포함된 LTE-R을 사용한 국가철도 통합무선제어 기

술개발을 2012년부터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전자정부 및 국가적 재난대응 위한 통합공공망 추진

방향에 부응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에 따라 국토교

통부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및 『지능형철도

시스템(IRIS IRIS (Intelligent Railway Integrated System) 

: LTE-R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통합하고,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 철도안전 강화 및 철도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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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철도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는 철도 전자통신분야 중장기 사업 계획

을 수립하여 철도산업의 ICT기반 시스템 조기 정착 및 지능화

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위한 안정적인 유ㆍ무선 네트워크

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선망은 전국을 8자형(환형망)의 안정적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2022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둘째, 무선망은 LTE-R LTE-R (Long Term Evolu-

tion-Railway) : 제4세대 고속 데이터 이동통신규격을 철도 운

영에 적합하게 개발한 규격(음성통신, 데이터·영상 전송, 열

차신호제어 가능) 시스템으로 2026년까지 전국을 일원화하여 

ICT기반의 시스템 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하고 

셋째, 철도 전 분야 설비의 ALL-IP화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

화, 고속화, 간편화 및 최적화 등 시스템 융합기반 마련으로 경

쟁력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Ⅱ. 철도통신시스템 

공공안전 및 재난구조 등의 업무는 일반 이동통신이 아니라 

무전기로 대변되는 1G, 2G 관련 무선통신 기술을 다수 사용하

고 있다. 아날로그 통신기술로는 VHF, UHF, 아날로그 TRS 

등이 있으며, 디지털 기술로는 TETRA와 iDEN과 같은 디지

털 TRS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철도의 경우 그 특성을 

반영하여 2G 이동통신기술인 GSM을 철도 전용으로 개량한 

GSM-R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다. 

1. VHF 무선통신 사용 현황  

국내 일반철도에서 운영 중인 VHF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열차 

운행 시 관제실 또는 기지국과 차량 이동국의 열차 승무원간 또

는 휴대 이동국 상호간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설비로서 중앙에

서 전체 통신망을 제어 관리하는 개념 없이 Point-to-Point 방

식의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53MHz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전파의 통달거리 만큼 무전기로 음성 호출에 의

해 통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호간 통화에 약정이 필요하다. 

채널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1채널은 전 구간에서 관제를 제

외한 모든 무선국 상호간 통화를 위한 일반통화에 할당되었으

며, 2채널은 모든 무선국 상호간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통화

에 할당되었다. 3채널은 각 지사 관내에서 관제와 열차 통신을 

위한 관제통화에 할당되었으며, 4채널은 3채널과 동일한 역할

을 수행하지만 지하철 관내의 통화 가능 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작업통화를 위해서 무선국 상호 간

에 운전 및 작업용을 위해 채널 3, 4번을 할당하고 입환 작업장

의 통신가능 구역 내에서 입환용을 위한 채널로 2, 3, 4번을 할

당하고 있다. 기존의 VHF 통화방식은 4CH을 광대역 방식(채

널간격: 25kHz)과 협대역 방식(채널간격: 12.5kHz)으로 사용

하고 있다가 정보통신부에서 포화상태인 VHF 대역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모든 무선설비를 협대역 방식

으로 변경하였다.

2. TRS 무선통신 사용 현황  

국내에서 운영 중인 TRS 무선설비는 작은 채널로 많은 이

용자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무선통신 채널을 할당

하는 기술이며, 850MHz 대역의 주파수 공용방식으로 최대 

300Km/h의 고속주행 환경과 28.8Kbps의 전송속도에서 통화 

단절 없이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고

속철도의 운행 상황, 고장발생, 장비점검 상태 등 열차 운영상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관제센터와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이

표 1. VHF 채널별 철도기관 사용 현황

항목 내 용 비고

주파수	대역 150~170㎒(VHF)

채널간격 12.5㎑

송,수신	간격 단신방식	사용(무전기에	의한	Point	to	Point방식)

할당채널수 11	채널

통화상대
철도	권역	모든	무선국

(차량,	휴대용)

송신출력	및

설치장소

기지국:15~35W(관제,역,사무소)

차량용	:	25~45W	(기관차,	전동차,	모터카,	자동차	등)

휴대용	:	5W이하	(승무원,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

사용	목적	(용도) 철도	종사자간	음성	통화

사용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korail,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도시철도	등

표 2. TRS 채널별 철도기관 사용 현황

항목 내용 비고

주파수	대역
806~811㎒(TX)

	851~856㎒(RX)

채널간격 25㎑

송,수신	간격 45㎒

할당채널수
15	채널

(A,B,C주파수	5채널씩)

송신출력

중계기지국	:	70W

차량용,	기지국용	:	35W

휴대용	:	3W

사용	목적	(용도) 철도종사자간	음성통신,	고장	정보	데이터	통신

사용기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고속철도(KTX)	구간,	

서울9호선,	인천공항철도

MARCH·2016 | 67

주제 | LTE-R(철도무선통신망) 실용화 및 국가철도통신망 구축 계획



다. 국내의 고속철도는 소방방재청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에 따라 개방형 TRS 방식으로 일원화된 자가 통신망 열차무선

설비를 구축하였다.

고속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TRS 주파수 850MHz 대역은 자

가 통신용 주파수로 송신 851MHz, 수신 806~811MHz를 사용

하고 있으며, 송·수신 주파수간 간격은 45MHz이다.

이 밖에 기타 철도 응용설비에 무선주파수가 활용되고 있으

며, 무선랜방식의 2.4GHz, 5.7GHz, 승강장무선영상전송시스

템 18GHz 등의 대역이 사용되고 있다

표 3. 기타 대역 주파수 철도기관 사용 현황

주파수 사용목적(용도) 사용기관 비고

2.4GHz
열차제어	

데이터	전송용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신분당선	등	

5.7GHz
무선영상감시용

(CCTV)

용인,	부산-김해	경전철,	

서울	9호선

50.5MHz
무선영상감시용

(CCTV+차내감시)

서울9호선,	인천,	광주도시철도,	

신분당선	등

18GHz
무선영상감시용

(CCTV+차내감시)

인천공항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차내감시	제외)

Ⅲ. 대내외 환경 분석

1. 대외 환경 분석

국내ㆍ외 ICT산업의 발달에 맞춰 철도의 서비스 요구수준 증

대로 정부 차원의 교통체계 구축방향에 대한 변화에 발 맞춰 국

민행복을 위한 국정기조와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정부” 구

축 및 강력한 “안전강화 정책”에 부응할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

3.0 추진전략의 “서비스 수단” 및 국정과제 “재난관리체계 강

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철도 ICT기반 시스템의 구축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해외철도 열차무선은 유럽 및 북미방식으로 양분되어 추진

되어 왔으나 최근 LTE기술 기반의 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연구 및 시험단계에 있는 

LTE-R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대내 환경 분석

최근 대구역 및 중앙선 추돌사고 등 열차제어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

며, 향후 철도건설 투자는 축소되고 개량사업의 확대가 예상되

어 유지보수비를 최소화 할 대안의 마련의 요구 등 현장설비의 

무선 및 고속화로 철도 서비스의 품질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ICT기반 시설의 신설 및 확

충은 투자에 관한 전략 부재로 사업을 확보하지 못하고 遲遲不

進(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으며, 전국철도 광전송망은 건설사업

에서 연차적으로 구축 중이며 LTE-R은 연구단계로 철도의 기

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및 문제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철도의 경우 무선통화방식이 3원화(VHF/TRS-

ASTRO/TRS-TETRA)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문자, 영상 등

의 고급서비스가 불가하며 국내 기술의 부재로 기술이 종속되

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일반철도의 경우 관제설비, 유지보수, 작업용 음성통화

(고정채널, 협역통화)는 1세대방식의 VHF를 주로 사용하고 있

어 문자 등 데이터 전송 불가, 주파수 효율저하, 설비 노후로 유

지비가 과다하게 소모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1단계 도시철도용에서 구현하지 못한 미래창조과학

부 700MHz대역 공공통합망주파수로의 시험, 재난안전망통신

표 4. 세계 주요 국가의 철도 무선망 현황

국가명 추 진 현 황

유럽
-	철도전용	국가	통합무선망	구축	운용	(GSM-R)

-	통신부하	증가로	LTE-R	철도전용	통신망	상용화	검토	중

스페인

-		국토개발부	산하	철도	인프라	관리담당	국영기업인	ADIF는	

Huawei	와	LTE-R의	R&D	등에	대한	기본협정	체결(‘11.9.6)

-		Alcatel-Lucent와	LTE-R	표준화	및	성능향상	연구,	보안성	

향상,	승객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	멀티미디어	솔루

션	연구	등에	대한	기본협정	체결(‘11.10.25)

미국

-		ATCS	운용을	위하여	900	MHz	대역에서	상ㆍ하향	각각	6

채널을	이용

-	도시철도용	RF-CBTC를	운용	위한	2.4GHz(ISM	밴드)	이용

-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GSM-R에	기반한	ETCS	

Level2를	선정하여	700MHz	대역	주파수	확보를	추진	중

중국
-	유럽과	같이	GSM	기반으로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구축	운용

-	차세대	철도전용	통합무선망으로	LTE-R	연구개발	중

대만

-	TRS-TETRA로	철도	통신망인	THSR을	구축

-		청화텔레콤과	노키아	지멘스가	고속철도에서의	LTE	운영	

시험(‘10.10월)	및	245Km/h	속도에서	테스트	실시

-		청화텔레콤과	Alcatel	Lucent가	고속철도에서	LTE로	현장	

테스트	실시(‘11.3월)

표 5.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분 야 기본 계획 내용

철도교통

-	실시간	영상감지기반	철도안전	모니터링

-	철도승객	맞춤형	고급정보	서비스	제공

-	IT기반	열차운영체계	최적화

-	차상제어기반	철도건널목	관리

68 | 정보와 통신

주제 | LTE-R(철도무선통신망) 실용화 및 국가철도통신망 구축 계획



망과의 연동, 기존 VHF, TRS와의 연동시험, 350km/h이상 고

속이동에서의 성능 확인, 다양한 차량 조건에 맞는 차상 및 휴

대단말 실용화, QOS정책개발 등을 2단계 일반 및 고속철도용 

과제에서는 실용화하여 미완성의 LTE-R를 완성하여 국산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Ⅳ. 철도통신 발전 로드맵

LTE-R은 현재 국가 R&D로 추진중인 일반 및 고속철도용 무

선통신 및 제어시스템 실용화 과제의 추진 일정과 병행하여 원

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에 적용을 검토하면서 전국철도에 확대 

적용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 원주~강릉 설계‘15~16년, 구축‘16~17년

- 중장기 구축계획 수립 ‘16.06

- 전국 확대 적용 ‘16.07~

그림 2. 철도통신 중장기 로드맵

국토교통부 “지능형철도시스템(IRIS)” 계획에 따라 철도전용 

무선통신시스템(LTE-R) 도입하여 기존 무선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원화된 철도통합무선망 단계적 구

축 및 안정화 조기에 확보하고자 한다.

그림 3. LTE-R 단계별 구축 계획

1. 철도통합무선망 단계별 구축 계획

① 신규 건설사업 및 내구연한 도래 주요 노선 확대 적용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건설사업에 

대한 개통계획 2016년 5개 노선, 2017년 5개 노선, 2018년 

12개 노선 등 신규로 건설되는 노선과 연계하여 LTE-R서

비스의 확대 효과가 있는 노선을 우선 시행하도록 한다.

-  내구 연한이 도래하는 주요 노선의 여객수송율을 고려하

여 상위 노선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구축

② 단계별 구축을 통한 투자 효율 극대화 및 무선망 안정화 

국가 철도망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선을 LTE-R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한다.

③ 철도 무선망(LTE-R) 미래 모습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예측하는 국가 철도 무선망의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

그림 1. 국내 철도무선통신 인프라의 문제점 분석

출처 : 국가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구축 방안 및 효과 분석 보고서, 2012.12, 국토부

표 6. LTE-R 1단계와 2단계의 구분

구 분
LTE-R 1단계

(도시철도)

LTE-R 2단계

(일반· 고속철도)

주파수
대역

-	실험용	주파수

•상향	777~782MHz

•하향	751~756MHz
				*동	주파수대역	상용화	불가

-	공공망	확정	주파수

•	상향	718~728MHz

•	하향	773~783MHz

기술
기준

-		단말	이동속도	:	150km/h까지

-	LTE	표준	버전	:	Rel.8

-	주파수	대역폭	:	각	5	MHz

-	단말	이동속도	:	350km/h까지

-	LTE	표준	버전		:	Rel.10이상

	-	주파수	대역폭	:	각	10MHz

기존	통신망
연동

-	연동시험		미시행(단일망)
-		VHF,	TRS(ASTRO/TETRA)	

연동기술	개발	검증

재난	안전
통신망	연동

-	연동시험		미시행
-		재난망과	연동성	검증(주파

수	혼·간섭	회피	등)

열차
제어
연동	

-		96km/h까지	KRTCS(도

시철도)시험	

-		100km/h	초과속도에서	

미시행

-		350km/h속도까지	

KRTCS(일반·고속)	시험

표준화
(TTA)

-	LTE-R	사용자요구사항	제정

-	LTE-R	기능요구사항	제정

-	LTE-R	시스템요구사항	제정

-	LTE-R	시스템구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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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단계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④  철도운영자가 관리하는 각종 센터설비의 정보를 시설관리

자가 주관하여 복수 운영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통제

를 강화한다.
＊ 정보의 종류 : 여객안내정보, 역무자동화(운임)정보, 전산

정보 등

⑤  국외 기술에 의존하는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위한 무선시

스템(LTE-R) 활용으로 국내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5. 국내 철도 신호체계의 발전 동향

⑥  철도 차량의 운행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등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차량, 취약개소 등 선로변 설비 감시 및 진단 가능

2. 철도통합무선망 설계시 고려사항

① 철도통합 관제센터 이원화(교환시스템 이원화 구성)

- 평상 시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에서 관제업무 수행

- 유사 시 예비관제센터(대전)에서 관제업무 수행 

② 망 신뢰성 확보

-  통합 공공망(재난망)과 독립적 망을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연동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성 확보

-  철도환경 및 LTE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장비는 이중화하

고 현장장비는 커버리지 중첩 설계를 통한 신뢰성 확보

-  핸드오버(Hard H/O)를 최소화하기 위한 광중계기 그룹

화(Copy mode), 기지국장비 부하분담 등

					＊현재	4개까지	Copy	mode	가능(10~30%		정도의	속도증가,	셀간	간섭	억제)

표 7. 국가 철도망 LTE-R 구축 소요 비용

구 분

단계별 구축 계획

비고
계 

단기

(17~19)

중기

(20~22)

장기

(23~ )

거리(km) 5,305.4	 1,744.4 2,030.5 1,530.5

금액(억원) 21,601	 8,018 8,143 5,440

표 8. 국가 철도 무선망의 단계별 구축 계획

연도 주요사업

2017년 원주~강릉선,	경부고속선(광명~동대구)

2018년
소사~원시,	서해선,	동해남부선(태화강~신경주),	

중앙선(도담~신경주),	동해선

2019년 경부선,	안산선,	경의선,	일산선,	포승평택선

2020년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인선,	경원선,	

경부고속선(동대구~부산),	경전선(삼랑진~마산)

2021년 경춘선,	호남선,	전라선,	신분당선,	분당선

2022년

이후

중앙선(청량리~원주),	충북선,	영동선,	경전선(동순천~광주송정),	

경북선,	태백선,	호남고속선,	수도권고속선

그림 4. 국가 철도무선망의 현재와 미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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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인프라 활용 극대화

-  케이블류는 선로변 공동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

3. LTE-R 구축 모델(안)

① 망 구축 모델

현재 고려중인 LTE-R 구축 모델(안)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 국가철도망 LTE-R 구축 모델(안)

 

② 응용서비스 모델

LTE-R 구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응용서비스 모델은 중장

기적으로 기술개발과 함께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그림 7. LTE-R 응용서비스 모델(안)

Ⅴ. LTE-R 시험선 및 시범노선(사업화)
 

① 시험선 현황

철도무선망을 300km/h이상으로 운행하는 노선에서 적용하려

면 실제 노선과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운행을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

단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익산~노령터널 38km 구간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조건을 고려한 실증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시험차량은 실제 영업차량인 KTX를 이용하여 우선 시험을 

시행하고 차량개조 등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EMU430 시험

차량을 이용하여 최고운행속도까지 검증하게 된다.

② 시범노선 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시험선에서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원주-강릉 복선전철 120km를 250km 준고속철도(UIC에서 

200km/h이상은 고속철도로 규정)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림 9. 원주-강릉 노선 현황

실제 구현된 모습

<그림 10>은 실제로 LTE-R 철도무선망과 무선을 이용한 열

차제어시스템이 구현된 시기의 철도의 모습이다.

그림 8. 호남고속철도 LTE-R 시험선 현황

그림 10. LTE-R 및 KRTCS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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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LTE-R 도입 기대효과

① 정량적 효과

LTE-R 구축을 통하여 철도운영 및 관리능력의 개선으로 이

동성 및 효율성 제고할 수 있으며,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감소 등 철도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 여행자의 대기시간 감소를 통한 철도 이용 편의

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녹색교통을 위한 장

래 철도 이용에 대한 수송 분담율 증가로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를 수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② 정성적 효과

전국 철도의 무선설비를 일원화하여 운용 효율성 향상시키고, 

무선통신기반 열차운행 및 인프라설비에 대한 운영정보의 실시

간 확인으로 선로용량 증대 및 열차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열

차와 철도시설물간의 유기적인 통신환경을 갖춰 실시간 검지, 

진단 및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이용자 증가로 이

어져 도로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이용자 만족도 증

가, 수입의존에서 탈피, 국내 철도 무선통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함은 물론 다양한 응용서비스 창출 및 해외철도 무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Ⅶ. 결 론 

본고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국토 교통과학기술진흥

원에서 주관하여 한국철도시설 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서울 대학교, 중원대학교, KT 등의 산,학,연 통신전

문기관 회명정보통신, 에이엠 텔레콤, 시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이루온 등의 정보통신 전문제조업체가 참여하여 추진중인 국가 

R&D 과제인 일반 및 고속철도용 무선통신 및 제어시스템 실용

화 과제에 대한 시험선 구축 계획과 함께 원주-강릉 시범노선을 

비롯한 LTE-R 철도무선망 구축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국가철도망의 운영 메커니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국제

적인 철도무선통신기술의 조기 국산화 해외 진출은 물론 국내 

철도통신서비스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부

분으로 도시철도용에서 구현하지 못한 700MHz대역 공공통합

망주파수 간섭, 회피 기술,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동, 기존 무

선통신 설비인 VHF, TRS망과의 연동 등을 구현하여 명실상부

한 완벽하고 뛰어난 LTE-R망을 고속철도 노선에서 구현할 기

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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