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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bsystems of HSR train control system in each country has developed and operated till early 2000, 

however 2001/16/EC ERTMS is issued for inter-operability among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s in 2001. So 

it is trend that ERTMS/ETCS has been applied to not only low-speed train system but high-speed train 

system over 300km/h in many countries of Europ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licies of the Honam HSR, metropolitan HSR and test lines, incoming 

on-board signal control system has been required caused by speed limit to 160km/h on the ground signal 

system. As ETCS-Level 1 system has applied in our railways from 2003, so our train control system has 

depended on foreign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analyzed to localize train control system for being ready to protect foreign policies and 

obtaining core technologies of HSR train control system for instance ETCS-Level2.

1. 서론

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은 2000년  까지 국가별로 각각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 해 왔었으나, 

2001년 각국별 열차제어시스템간의 상호운 성 확보를 한 유럽의회 법령(2001/16/EC, ERTMS)이 발

표되고, 유럽에는 일반철도 뿐만 아니라 300km/h 이상의 고속철도에 유럽표  열차제어시스템 

ERTMS/ETCS가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건설  건설선 고속화정책에 따라 지상신호의 속도한계(160km/h)로 인

해 차상신호 도입이 요구되어 2003년부터 ETCS Level 1 기술을 도입하 으나 외국기술에 종속 인 상

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용 열차제어 핵심기술(ETCS Level 2)의 확보를 통해 국내 철도 고속화 정책

에 비하고 해외고속철도 시장에 진출하기 한 열차제어 기술의 국산화 방향을 검토하 다.

2 . 본 론

2 .1. 자동열 차 제 어 ( AT C )  시 스 템

우리나라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열차제어시스템은 자동열차제어(ATC;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 장치인 랑스의 TVM-430과 자연동장치(IXL; Interlocking Signalling System)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열차제어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ATC 장치, 자연동장치, 열차집 제어장치(CTC; 

Centralizd Traffic Control)  제반 안 설비와 주변장치 등 고속열차 안 운행에 필요한 각종 설비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2.1.1. 구성

ATC 지상장치는 신호기계실장치와 선로변제어장치로 구성되며, 선로변에 설치되는 안 설비의 감지

기(sensor)등을 제외한 모든 장치가 약 15㎞ 간격으로 설치된 신호 기계실에 집  수용되어 있다. 한, 

ATC 장치는 지상장치와 차상장치로 구분 설치되며 지상장치는 신호기계실에 수용되고, 차상장치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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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 각각의 운 실에 설치되며 열차 두부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지상의 궤도회로  불연속 안

테나로부터 폐색구간의 제한속도와 구간정보를 수신하여 열차를 과속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림1.은 경부

고속철도 ATC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1. 경부고속철도 ATC 시스템 구성

2.1.2. 황

경부고속철도의 ATC 장치인 TVM 계열의 시스템은 랑스 TGV 노선의 시스템으로 1981년 개통한 

리↔리용간 구간에는 1세  운 지원 시스템인 TVM-300 시스템이 용되었고, 철도신호시스템의 

화의 필요성과 안 한 열차운행을 하여 첨단기술인 디지털 컴퓨터 기술이 도입된 SACEM과 궤도

회로에 의한 연속 인 정보 송을 제공하는 기술을 목시켜 TVM-400 계열의 시스템이 탄생하 다. 

TVM-400계열의 시스템  TVM-430 시스템은 1991년 랑스 릴(Lille)에서 부르셀(Brussel)간 북부 

고속철도 노선에 용한 시스템으로 고속열차의 자동열차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우 높은 안 성  

가용성, 유연성을 충족시켰으며, 이러한 호환성을 통해서 완  자동화로 단계 으로 진보하 다. 표 1.은 

경부고속철도 ATC 시스템이다.

구    분 내      용 비  고

신호방식 차상신호(연속제어)

폐색방식 속도코드방식(Speed Code Command)

운 시격 3.0분

열차보호장치 자동열차제어(ATC)

설치구간 경부고속철도(KTX)

제 작 사 CSEE

장   

․일부신호시스템 제작기술을 국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은 있음

․기존 고속열차(KTX)가 직결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할

  경우 열차운행의 상호운 성을 확보할수 있음

단   
․이 된 생산기술은 오래된 기술로 미래지향성이 낮음

․표 화 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호환성과 확장성이 낮음

표1. 경부고속철도 AT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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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술동향

TVM 계열의 시스템은 랑스 고속철도 노선에서의 열차운행을 한 신호시스템으로 기존에는 경부

고속철도 신호시스템과 동일한 TVM-430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 하 으나, 최근 신호기술의 발달과 신

호시스템의 운용의 가용성의 향상,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을 TVM-430 시스템의 ATC장치  연

동장치 기능을 통합한 개선된 TVM-SE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2.는 국내 철도신호시

스템기술동향  국내 구축 황이다.

그림2. 국내 철도신호시스템기술동향  국내 구축 황

  

2 .2 . E T C S  L e v e l  1 

2.2.1. 구성

2003년 코 일(구 철도청)이 경부선  호남선 일반철도 지상구간과 KTX를 포함하여 4차종 400 의 

차상장치를 기존 자동열차정지(ATS)에서 유럽표 (ETCS Level 1)장치로 개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

럽표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재 스웨덴의 바디어(Bombardier Transportation)사와 랑스의 안살도(Ansaldo STS)사가 9:1의 

비율로 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은, 열차제어시스템에 한 핵심기술을 모두 외국사에 의존하고 있

으며, 설치와 RAMS활동을 포함한 엔지니어링기술만을 확보하고 있다. 한, 경부고속선의 신호방식인 

ATC구간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ETCS는 동작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된 ATC장치가 열차방호를 수행

한다. 그림3.은 국내 ETCS Level 1(ATP)장치 내부구성(BT社 EBI2000제품 기 )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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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국내 ETCS Level 1(ATP)장치 내부구성(BT社 EBI2000제품 기 )

2.2.2. 기능

유럽은 1990년부터 각국의 상이한 열차제어시스템의 통합으로 국가간 열차의 이동성을 높이기 해 

ETCS를 개발하여 설치하고 운용 에 있다. ETCS는 유럽의 각국을 통과하는 고속철도  간선철도를 

상으로 하며, 노선별 특성을 분석하여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ETCS를 3단계로 분류하여 사용한

다. 표2.은 ETCS의 Level별 특징은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가 경부  호남선 일반철도 지상구간과 KTX포함 4차종 

400 의 차상장치를 기존 자동열차정지(ATS)에서 유럽표 (ETCS Level 1)장치로 개량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유럽표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하 고, 재 이탈리아 Turin에서 Novara(길이: 85km), 로마에

서 나폴리(길이: 220km) 한 스 스의 Mattstetten에서 Rothrist(길이: 45km연장)에서는 GSM-R을 이

용하여, 지상제어설비와 차상제어설비간 양방향통신을 수행하는 ETCS Level 2가 운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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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 C S 특                             징

Level 1

· 열차정보 송과 치검지를 한 Balise (Euro-Balise) 사용

· 기존의 궤도회로를 이용하여 선로 유  Train integrity 확인

· Block section을 활용한 열차간 안 간격 확보

Level 2

· GSM-R을 이용하여 지상제어설비와 차상제어설비의 양방향 통신

· 열차 치확인 목 으로 Balise 사용

· 연속 으로 열차의 안 속도(제한속도)를 감시함.

· Train integrity를 확인하기 한 설비 사용

· Block section을 활용한 열차간 안 간격 확보

Level 3

· Level 3은 Level 2에 해서 다음과 같은 차이 이 있음.

 - 차상신호장치의 열차 치정보  Train integrity정보를 토 로 선로 유 상태 악

 - 지상제어설비에서 열차간 안 간격 제어(가상 블록)

표2. ETCS 단계별 특징 

2.2.3. 설치 황

2.2.3.1 차상 설치 황

  국내에서는 ETCS Level 1 차상장치 개량 황을 살펴보면 KTX는 2량, 산천38량은 설치하 고 KTX 

90량  산천 10량은 설치 에 있다. 특히 EMU는 리로 16량 설치되었으며, 경춘좌석 16량은 설치 

에 있다. 표3.은 국내 철도차량 ATP 설치 황을 나타낸 것이다. 

구 분 합계 KTX EL DL EMU PMC CDC 비고

합 계 664 140 172 188 32 87 45

설 치

완 료
461

KTX 2량

산 천  38량

EL 57량

EL 28량
188량

리로

16량
87량

RDC 

45량

설치 203
KTX 90량

산 천  10량
화 물 87량 -

경 춘 좌 석

16량

표3. 국내 철도차량 ATP 설치 황

 ※ 일반 씨체 : 바르디아 ATP, 진하게   기술임 : 안샬도  ATP

 ※ 재(‘11년) 계약된 물량 포함   [ 2 011. 7월 황 ]

2.2.3.2 지상 설치 황

  ETCS-L1 지상설비는 경부선에 바르디아사 제품도입  SRS 2.2.2를 용하여 설치를 하 으며 

‘11. 4. 6일에 사용개시 하 다. 한 경춘선은 탈 스 제품도입  SRS2.3.0를 용하여 ’11. 12월 사용

개시 정이다. 표4.는 국내 철도노선별 ETCS-L1 지상설비 운용 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4. 국내 철도노선별 ETCS-L1 지상설비 운용 황

구  간 제   작   사 버   전 비    고

경부선 서우/LG CNS(봄바르디아) SRS2.2.2 적용 ‘11.4.6 사용개시

호남선 서우/LG CNS(봄바르디아) SRS2.2.2 적용 ‘10.4.21 사용개시

경춘선 대아TI(탈레스) SRS2.3.0 적용 ‘11.12월 사용개시 예정

전라선 ATP 설치를 위한 RFP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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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술동향

랑스의 고속열차 제어기술을 도입한 국내 철도시장은 세계  추세인 유럽표 형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 확보를 한 연구개발이 국내시장의 미약한 이유로 진행이 미진하며( 량 외자재 수입 의존), 최근 

국내 고속철도의 수출과 련하여 일부에서 고속철도 열차제어 핵심기술의 국내 확보의 시 성이 인식

되고 있다.

2 .3  E T C S  L e v e l  2

2.3.1 정의

ETCS Level 2 역시 Level 1과 마찬가지로 기존선로를 개량하는 형식으로 설계되며, 열차감시  열

차무결성에 한 정보는 기본 신호 시스템(연동장치, 궤도회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Level 1과는 조 으로 Level 2 차상장치도 이동권한 요청이나 치정보를 RBC 센터로 송하며, 

송된 치정보를 기반으로 RBC 센터 경로상 열차 치가 업데이트 된다. Level 1과 Level 2의 기능

인 면은 송매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하다. 

2.3.2 구성

ERTMS/ETCS Level 2는 무선폐색센터와 열차간 데이터 교환을 해 GSM-R 무선을 사용한다. 연

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하는 상의 상태를 무선폐색센터에 보고하고, 무선폐색센터는 구역의 다른 

열차 간의 한 이동권한을 생성한다. Level 2는 선로변 신호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선로변 유 입증 

설비(track-side occupancy proving devices)를 갖춘 통 인 폐색 제어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림4.는 

ERTMS/ETCS Level 2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4. ERTMS/ETCS Level 2 시스템 구성

2.3.3 지상장치의 기능

2.3.3.1 무선폐색센터(RBC; Radio Block Center)

  무선폐색센터는 열차를 GSM-R 무선과 연결시킨 지상장치로, 재 열차 치가 치한 궤도의 연동장

치와 인터페이스를 유지한다. 즉, 무선폐색센터는 열차의 진로정보를 얻기 해, 그 지역을 제어하고 열

차 이동권한을 생성하며, GSM-R을 통해 열차의 이동권한을 차상으로 송한다. 한, 무선폐색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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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무선폐색센터와 연결되어 열차가 재 무선폐색센터 역에서 다음 무선폐색센터 역으로 이동시 

연속 인 열차제어의 수행을 해 핸드오버한다.

2.3.3.2 ETCS 무선인터페이스 장비

  GSM-R 무선 송을 해 ETCS는 차상, 지상 모두 “유로(Euro)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ETCS 

지상 무선인터페이스는 권한이 없는 제3자의 고의 인공격으로부터 보호되기 해 보안계층(security 

layer)으로 보호받는 무선폐색센터의 여러 모듈로 구성된다.

2.3.3.3 GSM-R 고정무선장치(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Railway)

  지상의 무선장비로서 무선폐색센터에서 연산된 열차의 이동권한  핸드오버 정보를 GSM-R 설비로 

송하기 한 고정통신장비(ISDN)이다.

2.3.4 차상장치의 기능

  ETCS 차상시스템은 열차에 설비된 ETCS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유럽 바이탈 컴퓨터

(EVC: Europe Vital Computer)로 불린다. 차상컴퓨터는 주행거리계 시스템(속도와 거리정보 생성), 열

차 인터페이스(열차제동기를 제어하고 견인을 단), DMI, GSM-R 무선, 기록장치(judical recording 

unit)(법정 목 의 데이터 기록), 유로 발리스/유로 루 송장치, 기존 송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한 

선택 인 특정 송모듈을 포함하거나 인터페이스되어 있다.

2.3.5 ETCS 안 송장치

  ETCS 차상장치와 GSM-R 무선통신 시스템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한 인터페이스 장치로, 데이터 

송수신시 사용 권한이 없는 제3자의 고의 인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한 안 장치이며 지상과 차상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지상 모듈은 E1, T1 통신카드로 구성되며, 차상모듈은 안테나를 포함하는 통신모

듈 형태이다. 기능으로는 ETCS 차상장치와 GSM-R 무선통신 시스템 간의 메세지 암호화(Encryption) 

 해독(Decryption) 기능을 수행한다. 

2.3.6 GSM-R 이동무선장치

  차상에 설치된 무선장치로, 차상에서 지상으로 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무선의 형태로 송하기 한 

무선장비(안테나)이다.

2 .4  E T C S  L e v e l  2  기 술 의  실 용 화  망

  재 경부선  호남선은 ETCS Level 1을 설치완료 하 고 경춘선의 경우 설치 에 있으며 곧 개

통 될 정이다.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열차제어분야의 ATC  ATP는 열차제어기술의 

교차 에 도달하 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는 표 화정책에 따라 ETCS-Level 단계별로 개발 진행 

이나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기술정책 방향에 한 계획 수립 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

  재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진행  인 차세  고속철도 열차제어(ETCS Level 2) 핵심기술개발은 지상

의 무선폐색센터  차상과 지상 통신을 한 안 송장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TCS Level 1을 

기반으로 폐색방법론을 개발하여 무선폐색장치개발에 용하고 안 송장치의 개발 후 완벽한 시스템

체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부분 으로나마 지상무선폐색센터  안 정보 송장치의 핵심기술 확보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철도망에서는 아직까지 용되어 운용된 

사례가 없고 추가 인 조건으로써 지상인 라 구축이 된 요건에서 400km/h  증속 련 지상인 라구축

(지상신호설비, 차선, 선로, 노반, 열차 용주 수 확보 등)  차량장치 소 트웨어 업그 이드 수행

이 된다면 개발된 무선페색센터  안 송장치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차 시험이 가능하리라 여

겨진다. 

  370km/h 속도증속을 한 기술  검토 시 한 차 시험이 성공 으로 된다면 국내 최  ETCS 

Level 2 기술개발로 인한 실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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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E T C S  L e v e l  2  기 술 의  실 용 화 를  한  향 후  과 제

2.5.1 철도 용주 수 사용 황  개발사례

   국내 철도 련 무선주 수를 분석한 결과 재 국내에서는 열차제어용 용주 수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5.은 국내 철도 용주 수를 나타낸 것이다.

 ○ 철도용으로 150MHz, 440MHz (VHF 방식) 사용  (아날로그, 간선, 역철도)

 ○ 800MHz (TRS-Astro, TRS-Tetra) 사용  (KTX)

 ○ 18～19GHz 사용  (도시철도 상 송용)

 ○ 2.4GHz ISM 밴드 (분당선 등) 사용  철도제어 주 수 

 ○ 미약 계 강도 무선주 수 (2040㎐, 2400㎐, 2760㎐, 3120㎐, 78㎑, 98㎑, 106㎑, 

    114㎑, 122㎑, 130㎑, 3.95㎒, 4.52㎒, 27㎒) 사용 

그림5. 국내 철도 주 수 사용 황

  해외 통신기반 열차제어시템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철도 선진국인 랑스, 독일, 이탈리아, JR 동

일본 등은 각각 무선통신을 체택하여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로젝트를 진행하 으며, 특히 JR 동일본에

서는 ATACS 로젝트로 용 400MHz 무선주 수 방식을 사용하 다. 표5.은 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

템 개발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5. 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사례

로젝트명 개  발  주  체 무선방식 치속도검지 개발년도

ATCS 미국과 캐다다의 회사 용 900MHz 차륜회 과 지상자 1983

ASTREE 랑스 국철 용 400MHz 도 러안테나 1986

ERTMS 독일, 랑스, 이탈리아, EU
이동무선

 900MHz
지상자 1995

AATC 샌 란시스코 연안철도 SS2.4GHz 무선 송시간 1994

CBTC 뉴욕지하철 SS2.4GHz 지상자  기타 1997

CARAT 철도종합기술연구소 LCX 400MHz 차륜회 과 지상자 1985

ATACS JR 동일본 용 400MHz
차륜회 과 

도 러안테나
1994

CCST RATP GSM-R 차륜회 과 지상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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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철도 용주 수 동향은 표6.와 같이 GSM-R 세 에서 LTE-R 세 로 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해외철도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2017년도에 LTE-R 표 규격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

하여 진행 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국내시장 각 통신사에서는 LTE 통신방식을 체택하여 운용계

획을 가지고 있으며 철도분야에서는 철도기술 선진화 비책으로 열차제어분야의 철도 용주 수 확보

를 한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표6. 통신방식에 따른 장단

통신방식 장          단          

3G

WCDMA

 - fallback 기능이 가능

 - 새로운 기술 개발 비용 감

 - 국내 WCDMA 장비업체 

 장비 활용 

 - 유럽도 GSM-R의 한계로 

    LTE-R로 진화 되고 있음

 - 용 통신 장비 구축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함

WiBro

 - Fallback 시스템 가능 

  (2011년 KT 국망 구축)

 - 국내 WiBro 장비업체 장비 

  활용 가능

 - 렴한 용망 구축 가능

 - 세계 인 WiMax 시장 축소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 상

 - 철도에 합한 규격 작업 필요

 - 독자 인 철도 규격으로 고립화 

4G
LTE

 - 이동통신 분야가 LTE 세

 - 유럽 2017년 LTE-R 표  

  규격 개발 정

 - LTE-R 기술 선도 기회 

 - LTE 기술 규격이 최근에 마무리

 - 단말과 기지국 장비개발 미진

 - LTE-R 규격 제정에 개발 비용

 과 기간이 소요 됨

2.5.2 철도 용주 수 확보

  의 철도 용주 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철도분야에서는 열차제어분야의 철도 용주 수 

확보를 하여 단계 으로 안 성  보안성을 포함한 환경구축  미래 수요 측을 고려하여 열차제어

분야의 철도 용주 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2.5.3 ETCS Level 2 용 차상신호장치 확보

  우리나라에서는 재까지 ETCS Level 2 련하여 운용되는 사례가 없으나 국내 최  400km/h  열

차제어핵심기술 개발을 한 필수조건으로 ETCS Level 1 차상신호장치와 호환되는 ETCS Level 2  

차상신호장치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2.5.4 400km/h  지상인 라 구축

   국내철도의 지상분야 열차제어방식  ATP(ETCS Level 1방식)는 2010년 4월 21일 호남선에서 사

용개시 되었다. 이는 유럽 열차제어표 화에 따라 제작사마다 지상신호설비와 차상신호설비간 상호운

성을 용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 유럽열차제어기술 표 화를 기본으로 시장성

을 고려한 요 사례라 언 할 수 있다. 다음 표7.는 국내외에서 상호운 성을 고려한 국외 제작사별 지

상  차상설비 사용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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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nsaldo STS

LEU/Balise RBC On Board

알스톰(Alstom) OBU

업운행

(이탈리아 고속선,

스페인 고속선)

업운행

(이탈리아 고속선)
-

알스톰(Alstom) RBC -
설계단계

(이탈리아 고속선)

업운행

(이탈리아 고속선)

바르디아(Bombardier) RBC -
설계단계

( 국 고속선)

업운행

(이탈리아 고속선)

바르디아(Bombardier) OBU
업운행

(스페인 고속선)

시험단계

( 국 고속선)

바르디아(Bombardier) L1 Trackside - -
시험단계

(경부선, 호남선)

탈 스(Thales)/

지멘스(Siemens) RBC
- -

업운행

(네덜란드)

탈 스(Thales) L1 Trackside - -
설계단계

(경춘선)

지멘스(Siemens) OBU
업운행

(스페인 고속선)
- -

인벤시스(Invensys) OBU
업운행

(스페인 고속선)
- -

표7. 상호운 성을 고려한 국외 제작사별 지상  차상설비 사용 황

* OBU : On-Board Unit (차상장치)

* LEU : Line-side Electronic Unit (선로변제어유니트)

* RBC : Radio Block Center (무선폐색센터)

  이와 같이 400km/h  차량, 선로, 토목, 방음장치  차선 환경이 구성되고 해외에서 도입한 지상신

호시스템 증속을 한 사업수행이 필요하다.

3 . 결 론

  국외 철도기술은 최고의 기술력 확보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익을 도모하고 있으나 국내 열차제어분

야의 핵심기술은 부분 해외 철도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 연

구개발은 국내환경에서 철도 열차제어분야에서 수입하여 사용 인 설비의 기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핵심기술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TCS Level 2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차시험  실용화를 한 조건을 제시하면 차상신호장치의 업

그 이드  철도 용주 수 확보 등 우선 으로 환경구축이 이루어져 기술구 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인 라의 경우 재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350km/h 는 370km/h로 검토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에 

400km/h의 인 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열차제어시스템은 제외되어있다. 따라서, 400km/h  구간에 

증속을 한 지상신호시스템의 증속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에 언 한 과제 해결 시 국내 최 로 ETCS Level 2 핵심기술력 검증  차시험이 이루어져 실

용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 국내에서 건설시 해외기술 비 건설비용이 감이 상되며 

확보된 국내 기술력으로 해외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감사의 

  본 논문은 국토해양부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400km/h급 고속철도 인프라 시범 적용 기술개발”과

제의 5세부“차세대고속철도 열차제어(ETCS-L2) 핵심기술개발”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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