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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overuse of commercial network systems such as bluetooth and WI-FI, the problems of frequency 
interruption and line-crossing may arise. For this reason, wireless communication frequency ISM 2.4GHz, a 
recently adapted concept in Korea which is employeed by RF-CBTC system, is predicted not to have 
guarantee for outstanding and continuous performance. Therefore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se problems, 
5GHz capacity wireless Lan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802.11a/b/g applied were installed in the underground  
urban transit areas and it was proved that these lans exceeded the performance level of 2.4GHz with 
international standard 802.11b which is being introduced in the nation.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rough 
carrying out an application test that the communication condition was stable in a running train with high 
speed in the tunnel.

1. 서론

  현재 철도에서 사용하는 궤도회로 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운행 시격과 유지보수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선로용량 증대 및 지상시설물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측면에서 무선통신을 이용한 열차 제어 기

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량전철 및 경전철에 무선통신을 이용한 열차제

어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RF-CBTC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 주파수 

ISM 2.4GHz는 비허가 대역이며 도심권을 통과하는 지하철 특성상 무선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무선랜(Wi-Fi), 블루투스, 위성 및 지상파 DMB, 3G 휴대통신 등) 제공으로 인접주파수 간섭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007년 5월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는 2.4GHz 대역의 

특성상 주파수 간섭과 혼신의 문제 발생으로 지속적인 무선통신의 성능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한 철도운

행의 중단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철도신호용 전용주파수 확보 방안 마련을 요

구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가차원의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2014

년을 목표로하여 열차제어시스템 표준화 및 열차용 무선통신 주파수 확보 등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EEE 802.11b 국제 규격을 적용한 무선랜의 전파 간섭을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상업적 

이용이 적은 5GHz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랜 기술을 적용하였다. 5GHz대역의 무선랜 기술은 현재 

도로교통에서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술이 

검증되어 있다. IEEE 802.11a 표준 규격을 적용하고, 고속이동체와 고속무선접속 기능이 강화된 5GHz

대역의 무선랜을 지하터널구간에 맞게 적용한 RTIS(Railway Train Information System) 무선통신시스

템을 8호선 문정~송파구간 3개역에 설치하였으며, 무선통신성능시험(수신신호강도, Throughput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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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열차제어용 무선통신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2. 열차제어 무선통신 현황

 2.1 열차제어 무선통신 

  2.1.1 적용 현항

  열차제어의 무선통신시스템은 지상의 신호설비에서 확보된 선로조건 및 안전조건 등을 차상으로 전송

하여 열차를 제어하거나, 차상에서는 지상으로부터 제어할 수 있는 상태정보를 매개체인 무선통신시스

템을 통해서 전송하고 있다. 국내에서 철도제어용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시스템 방식은 궤도회로를 이

용한 AF 궤도회로 방식, 역에서만 송수신 가능한 TWC 통신 방식, ATS 지상자 및 ATP Balise 등 다

양한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표 1-1에서는 국내 열차제어용 주파수 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AF궤도회로와 ATS 지상자는 열차가 고주파를 검지하여 속도를 제어하고, 역에서는 차상과 지상간의 

TWC 통신으로 열차제어에 필요한 소량의 정보를 양방향으로 교환한다. 

 표 1-1. 열차제어용 주파수 이용 현황

구    분 주파수(Hz) 비     고

AF

궤도회로

고속철도용
(KTX) 2040Hz, 2400Hz, 2760Hz, 3120Hz

-레일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 검지(유도방식)도시철도용

(SMRT)

2100Hz, 2320Hz, 2580Hz, 2820Hz,
3100Hz, 3370Hz, 3660Hz, 3900Hz

반송파 : 4550Hz, 5525Hz

 TWC통신
 (SMRT)

송신 : 32~40kHz -지상과 차상간 정보
 교환(역에서만 통신)수신 : 56~60kHz

ATS 지상자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78kHz,98kHz,106kHz,114kHz,122kHz,130kHz

-지상자와 차상자간 
 공진현상 이용
-지상자와 차상자간
 거리 : 70~260mm

ATP
Balise

수신 27MHz -지상자와 차상자간 
 거리 : 93~193mm송신 3.95MHz, 4.52MHz

  2.1.2 기존 열차제어 장단점 분석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의 검지를 위해 궤도에 설치된 전기적 회로를 단락시

킴으로써 열차를 검지하는 시스템으로 철도신호 분야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당사

는 궤도회로를 이용한 고정폐색(Fixed Block)방법으로 십여년간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용중에 있다. 

그러나 궤도회로는 차량의 철체차륜이 항상 신호정보를 갖고 궤도회로와 물리적인 접촉을 하므로 궤도

회로의 단락 및 절연파괴 등과 같은 문제가 있으며, 유지보수 부분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 그

리고 열차의 위치가 궤도회로에 따른 폐색으로 구분되어지므로 위치 인식의 오차에 따른 열차 간격

(Headway)조정의 효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2 ISM대역에 대한 고찰

  ISM대역은 출력의 규제만 지키면 주파수면허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

으며 무선통신을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에도 적용되어 국내 및 국외에 도입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도

입된 열차제어용 무선통신장비의 주파수 대역은 모두 ISM 2.4GHz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김해경전철, 

신분당선 및 대전과학관 자기부상열차에는 IEEE 802.11 FHSS변조방식을 사용하였고, 용인경전철과 분

당선 시범구축 구간에는 IEEE 802.11b DSSS변조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많은 실용화 노력이 있었

음에도 ISM 대역의 2.4GHz 무선랜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고 상업적인 무선네트워크 시장의 

발달로 전파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무선통신기기의 전파간섭 및 혼신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

다.  ISM 2.4GHz대역의 주파수 간섭 및 혼신의 문제점 때문에 상업적 이용이 적은 5GHz의 무선네트워

크 기술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5GHz의 무선통신 성능은 다음 표 1-2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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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ISM 2.4GHz 무선랜과 5GHz 무선랜 비교

주파수 대역 2.4 GHz 5 GHz
IEEE 표준 프로토콜 802.11b 802.11a

주파수 대역 2.40GHz ~ 2.4835GHz 5.725GHz ~ 5.825GHz
(UNII : 5.15GHz ~ 5.825GHz

최대전송속도 11Mbps 54Mbps

실효전송속도 5Mbps 24Mbps

비중첩 채널수 3 19

변조방식 DSSS OFDM

표 1-2에서 5GHz의 무선랜이 2.4GHz 보다 데이터전송속도 및 비중첩 채널수 등에서 월등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까지 5GHz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낮기 때문에 2.4GHz보다 주파수 간섭 및 혼신면에

도 우수할 것이다. 현재 생산되는 무선랜은 고속 이동체에서의 핸드오프 기능과 1Km 이상의 거리에서

도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 8호선에 시범 설치된 5GHz 

무선랜도 이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3. 서울도시철도공사 열차제어 무선통신

 3. 1 설계기준

  열차제어용 무선통신의 핵심은 신뢰성과 연속성이다. 신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도로교통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해 품질을 인정받은 무선통신기기를 지하터널구간에 시범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하

였고, 국산장비를 사용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며, 시스템의 확장성 및 경제성도 고려하였

다.

IEEE 1474.1-2004기준으로 CBTC시스템이 구축되어 운행 준비중인 신분당선 무선랜 기준 보다 향상

된 성능확보를 목표로 하며, 다음 표 1-3에 무선통신 성능 기준을 나타내었다.

표 1-3. 열차제어용 무선통신 설계 기준 목표

항  목 목표 범위 비 고

IEEE 1474.1-2004

지상-차상간 통신지연 0.5s ∼ 2s

지상 CBTC장치 반응시간 0.07s ∼ 1s

지상 CBTC장치 반응시간 0.07s ∼ 0.75s

해 외

무선데이터 전송속도 1Mbps 이상
뉴욕 : 1.4Mbps

파리 : 1Mbps(최대 3Mbps)

핸드오버 최대속도 90 km/h 파리

Bit Error Rate 1% (BER 10-4) 뉴욕, 파리

국 내
Data Latency 35 ms 이하

HandOff Time 100 ms 이하

 3. 2 Test Bed 구축현황

  현재 8호선에 병행 설치되어 시험 중에 있는 무선통신시스템은 RTIS, DSRC, WIBRO 기술이다.

WIBRO는 8호선 전구간에, RTIS와 DSRC 시스템은 문정~송파역 약7.3Km 구간에 RFID시스템과 함께 

적용되어 실시간 열차운행모니터링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다. RTIS 시스템은 선로를 주행하는 차상의 

무선장치(AP)와 선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무선장치(AP)와의 무선통신으로 차상에서 RFID리더기를 

통해서 수집된 열차 절대위치정보와 스피드센서를 이용한 거리연산 정보를 5GHz대역의 차상무선장치 

AP를 이용하여 지상고정 AP로 전송하고 이 데이터들은 광전송장치에서 가공되어 광케이블을 매개로 

신호기계실 서버로 전송된다. 

이 서버에 수집된 열차위치데이터로 실시간 열차운행모니터링 화면에 8호선 전구간의 모든 열차를 

MKS단위인 m단위로 열차위치를 표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1-1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시간 열차운

행모니터링 화면 및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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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모니터링 화면 및 전체 시스템 구성도

8호선 일부구간(문정~송파역)에 설치되어 있는 RTIS시스템의 특징은 채널당 20MHz의 점유대역을 가

지고 OFDM방식의 변복조를 이용하며 채널당 실효전송속도는 8Mbps(최소 3Mbps에서 최대 22Mbps)

이다. 

표 1-4. 도시철도 8호선 무선랜 성능 특성

구      분 도시철도 8호선 시범구간

주파수대역 5GHz대역

무선네트워크 IEEE802.11a/b/g
데이터전송률 54Mbps
데이터전송방식 OFDM

변조방식 DBPSK,DQPSK,CCK,OFDM 지원
보    안 WPA, WPA2.0 암호화

표 1-4는 도시철도 8호선 구간에 시범 설치한 무선랜의 성능이다.

이를 토대로 8호선의 3개역(송파~문정)에 무선통신망을 구성하여 수신신호강도(RSSI), Throughput시

험을 하였다.

  3.2.1 무선안테나 설치 및 구성

  아래 사진 1-1, 사진 1-2는 무선통신을 위해 8호선 지하터널구간 3개역(문정~송파) 약 7.3Km의 

선로변에 설치한 지상 무선통신장치(AP) 안테나와 본선 열차내 무선통신장치(AP) 안테나 설치상태를 

나타내며 표 1-5는 지상과 차상 AP사양을 나타내었다.

지상과 차상 안테나는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29호)에 따라 지향성 안테나

를 사용하였고, 빔폭은 35°×35°, 안테나 이득은 13dBi이다. 지상안테나는 터널내 중앙 기둥 높이 4.5M

지점 상․하선 양쪽을 향하게 사진 1-1처럼 설치하였다. 차상안테나 설치는 가시거리(LOS)가 최대한 확

보되고, 지상안테나와 같은 높이의 수평으로 설치 되어야 하나, 설치 편의상 열차내 전면부에 사진 1-2

처럼 설치하였다.

   

사진 1-1. 지상 무선통신장치(AP) 안테나 사진 1-2. 차상 무선통신장치(AP)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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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지상 차상 AP 사양

Item AP H/W Specification
Standard IEEE 802.11a/b/g, IEEE802.3 10/100Mbps   Ethernet

Radio Range MAX 2Km(LOS)
Modulation DBPSK, DQPSK, CCK, OFDM
Frequency 2.400~2.483 GHz, 5.150 ~ 5.825 GHz 

Available Spectrum 802.11b/g: 83.5 MHz,    802.11a: A, B, C, D   Band

Channels
802.11b/G: 1,2,3,4,5,6,7,8,9,10,11,12,13
8 0 2 .1 1 a :3 6 , 4 0 ,4 4 ,4 8 ,5 2 ,5 6 , 6 0 ,6 4 , 1 0 0 ,1 0 4 ,1 0 8 , 1 1 2 ,1 1 6 ,1 2 0 ,       
124,128,132,136,140,149,153,157,161, 165 

Data Rate (Mbps) 1,2,5.5,11, 6,9,12,18,24,36,48,54, 108(Optional)
Sensitivity 2.4GHz@-64dBm ~ -94dBm, 5GHz@-73dBm ~   -79dBm

  3.2.2 무선통신장치 시험구성

  그림1-2는 지상과 차상간 무선통신 성능 시험을 위해 도시철도공사 8호선 본선구간(송파~문정)에 

설치한 무선통신시스템 구성도이다. 지상과 차상간 무선통신시험을 위한 지상 무선장치(AP)와 차상 무

선장치(AP)에 각각 노트북 PC를 연결하고, 거리에 따른 RSSI(수신신호강도) 및 Throughput을 측정하

였다. 

그림1-2. 8호선 송파~문정간 시험 설치된 무선통신장치 구성도

  3.3 무선통신 커버리지 측정[거리별 수신신호강도(RSSI)]

  표 1-6은 AP와 안테나를 1:1로 설치하여 송파역에서 가락시장역의 직선구간에서 거리별 수신신호의 

강도를 측정한 값이다.

이격거리 약 1Km에서도 평균전송률이 약 22Mbps로 우수한 통신 성능을 발휘하였다.

표 1-6. 지하터널 구간(가락시장~문정) 거리별 수신신호강도 측정값

이격거리(m) RSSI(dbm) 평균전송률(Mbps) 최대전송률(Mbps)

250 -42 ~ -48 24.10 27.59

500 -43 ~ -47 24.01 26.67

750 -43 ~ -50 23.08 27.59

1000 -47 ~ -52 23.05 25.80

1250 -64 ~ -72 22.30 25.80

  3. 4 열차 이동중 무선통신 성능시험[핸드오프(Handoff), 수신신호강도(RSSI), Throughput]

  지상과 차상간 무선통신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행중인 열차에서 장지역 ~ 송파역 구간에서 상선, 하선 구분하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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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락시장역 신호기계실에 연결된 Ethernet Port에 노트북 PC연결(AP는 광통신망으로 구성)

3. 열차의 무선통신장치(AP)에 노트북을 연결하여 PING, RSSI, Throughput 확인

4. 구간별 접속을 통해 PING, RSSI값을 확인하고 Chariot 프로그램으로 전송률 시험을 하였다.

   주파수는 5.505Ghz(101채널)를 사용하고, Radio Bandwidth는 20Mhz로 설정했으며, 선로변 각 AP

는 2분배하여 2개의 안테나에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3.4.1 무선통신 시험결과

  본 무선랜 시험은 운행중인 열차에 모의 차상장치용 노트북 PC와 모의 지상장치용 노트북 PC간의 통

신상태 및 Chariot 프로그램으로 전송률을 확인 기록하였다. 여기서 Chariot 프로그램은 통신 성능 측정

을 위한 Ixia Corporation사의 상용 프로그램인 IxChariot 5.x를 사용하였다.

실험1) TELNET에 접속하여 차상에서의 지상 AP간의 수신신호강도(RSSI)를 측정하였다.

표 1-7, 그림1-3, 그림1-4는 운행중인 열차에서 지상의 무선통신장치 AP1, AP2, AP3에 무선 접속되

어 구간별로 차상의 무선장치에서 수신신호강도(RSSI)를 측정한 데이터이다. 

표 1-7. 운행중인 열차에서 수신신호강도(RSSI) 

구분 Signal(dBm) Noise(dBm) 비  고

상선

장지 ~ 문정 -43 ~ -69 -93 ~ -96

문정~가락시장 -17 ~ -68 -94 ~ -96 AP2, AP3 설치

가락시장~송파 -25 ~ -88 -95 ~ -97 일부 AP1 지나침

하선

송파~가락시장 -25 ~ -89 -93 ~ -95 일부 AP1 반대 방향

가락시장~문정 -32 ~ -72 -94 ~ -96 AP2, AP3 설치

문정~장지 -30 ~ -72 -95 ~ -98

※ RTIS 무선통신장치(AP) 성능 수신감도 : -73dBm ~ -79dBm이상

그림1-3. 상선(장지역->송파역) 운행중인 열차에서 수신신호강도(RSSI) 

그림1-4. 하선(송파역->장지역) 운행중인 열차에서 수신신호강도(R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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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수신신호강도 측정값

실험1)의 측정결과는 그림1-5에서 수신신호강도(RSSI)와 

핸드오프(Handoff)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1-5의 박스 표시부분은 AP의 Mac address 이며 

열차가 운행하면서 그림1-6처럼 핸드오프(Handoff)

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6. 열차 운행중 AP간 핸드오프

실험2) 열차가 8호선 본선구간(상하선: 장지역↔송파역)을 주행하는 상태에서 Throughput시험을 하였다.

  본 시험열차는 전두부에만 무선통신장치인 AP와 안테나를 설치하였으며, 열차가 상선을 운행할 때 안

테나 위치가 전두부에 있어 선로변에 설치된 안테나와 진행 방향으로 무선통신을 한다. 

열차가 회차하여 하선으로 운행할 경우 안테나 위치는 후두부에 있어 안테나의 방향이 진행방향의 반대

로 지향하면서 무선통신을 하게 된다.  

실험2)의 측정결과는 아래의 그림1-7, 그림1-8과 같다. 그림1-7은 상선구간(장지역 출발->송파역 

도착)으로 평균 전송률은 7.894Mbps 정도이며 문정역과 가락시장역사이 구배구간을 운행하면서 데이터 

전송률이 다소 떨어지나 곧바로 평균 전송률을 유지하였다. 

그림 1-7. 도시철도 8호선 장지->송파구간 Chariot 데이타 

그림1-8은 하선구간(송파역 출발->장지역 도착)으로 평균 전송률 7.584Mbps이며 송파역에서 가락시

장역사이 데이터 전송률이 떨어지며, 이후부터는 평균적인 전송률을 유지한다. 이는 하선으로 운행시에

는 열차진행 반대방향 기관실내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 수신신호감도가 상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

이터 전송률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8. 도시철도 8호선 송파->장지구간 Chariot 데이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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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 8호선 지하터널환경에서 5GHz대역의 무선랜이 기존의 2.4GHz대역

의 무선랜보다 데이터 전송속도 및 독립 채널수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이동체의 평균 데이터 

전송률이 7~8Mbps이고, 열차운행 중 핸드오프(Handoff)가 이루어짐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하지만 2.4GHz대역과 같이 상업적 이용이 많아지면 위의 성능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열차제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열차전용 무선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국

책과제『열차제어시스템 표준체계 구축 및 성능평가』를 통하여 열차제어시스템 표준화 및 열차제어용 

무선통신 주파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도 이 국책과제에 참여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며 병행 연구 중이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RF-CBTC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여 비용 과다 및 시스템 확장성에 어려움

이 많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 8호선에 시범 적용한 5GHz대역의 무선랜 기술은 국내 무선통신시스템으로 

지하터널 환경에 Test Bed를 제공하여 향후 RF-CBTC분야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

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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