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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철도 영역에서 이동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열차

제어를 위한 무선통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유럽의 세계철도연맹(UIC)은 GSM 기반의 이동통

신 규격에 철도 전용 음성 통화 규격과 ETCS 열차

제어 신호를 통합하여 GSM-R 철도통신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한편 국내는 철도는 VHF, TRS-AS-

TRO, TRS-TETRA 무선방식으로 구축하였고, 

2012년 초에 LTE-R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 계획

하여 기존 노선 보수와 신규 노선에 LTE-R 철도통

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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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reless communication for train control is an active research field. The World Railway Federation in Europe 

developed GSM-R, which integrates the GSM-based voice call standard and train control signals. To provide 

advanced railway services, the LTE-R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was developed in Korea for passenger 

services and wireless imag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railroad industry. Recently, direct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autonomous train driving has been studied to decrease the driving interval, and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a hyperloop train control system that runs at a maximum speed of 1,220km/h in a sub-

vacuum environment of 0.001 atmosphere.

In this paper, we summarize the trends in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used for GSM-R/LTE-R railway 

systems. For future wireless communication in railway systems, we discuss autonomous train driving and the 

hyperloop railway control system, defin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iscuss trends in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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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열차 간 직접통

신 기술과 열차와 선로변 설비 간 직접통신 기술

을 활용하여 지능형 열차자율주행 위한 열차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2]. 또한, 일론 머스크가 제

안한 하이퍼루프(Hyperloop)는 아진공 튜브 내에서 

캡슐 차량의 제어 정보와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아음속 아진공 열차무선통신 기술을 연구

하고 있다[3]. 

본고에서는 현재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GSM-R/LTE-R의 열차제어시스템과 그 시스템

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미

래의 철도시스템인 열차자율주행과 하이퍼루프 

철도제어시스템 소개, 무선통신 기술 정의, 해당 

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Ⅱ. GSM-R

Ⅱ장에서는 GSM-R 개요, 시스템, 구축 현황 3

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한다.

1. GSM-R 개요

유럽 UIC는 그림 1과 같이 상용이동통신 표준

에서 사용하는 GSM 이동통신에 철도통신 기능을 

포함시키는 GSM-R 철도통신규격을 합의하고, 

1994년 ETSI에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MO-

RANE 프로젝트는 2000년도에 필드테스트를 거쳐 

최종 GSM-R 규격을 완성하였다.

유럽체신청(CEPT)은 2002년에 그림 2와 같이 

876~880MHz, 921~925MHz 주파수 대역을 국

제 철도통신 주파수로 할당받았고, 2010년에 UIC

는 철도 주파수의 부족으로 추가적으로 3MHz 

RE(GSM-R extended band)를 추가로 할당하였다.

2. GSM-R 시스템

GSM-R은 GSM에 기반을 둔 철도전용 무선통

신 기술이다. GSM-R의 망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3의 GSM-R 망은 차상장치의 단말기와 완

전 이중화로 구성된 BTS, BSC와 MSC 관련 스위칭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차상 무선통신 장치는 철도

전용 음성통신용의 무선 단말과 열차제어를 위한 

차상장치로 구분되며, 각 단말은 SIM 카드로 구별

할 수 있다. GSM-R은 TDMA 방식으로 보안기능

이 강화된 철도 전용 음성 통화 기능과 열차제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이중화된 무선망으로 구현

되었다. 이중화된 무선망은 주 장비에서 장애가 발

생하면 예비로 설치된 장비를 통하여 열차제어를 

끊김 없이 수행할 수 있다[4]. 

열차무선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는 그림 3과 같이 

크게 MSC, VLR, HLR과 GCR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모듈들은 호제어 기능, 가입자 정보 관리 그림 1 GSM과 GSM-R 관계 

그림 2 GSM-R 주파수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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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GSM 기능

철도를 위한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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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능

음성그룹통신
음성방송통신

긴급통화
기능 어드레싱

위치기반어드레싱

위치기반어드레싱 고도화
긴급통화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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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그룹콜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유럽에 설치된 GSM-R 사양은 표 1과 같다. 

3. GSM-R 구축 현황

철도 음성통화 기능이 추가된 GSM-R은 2007년 

스코틀랜드 North Clyde Line에서 운행 중인 독일 

고속열차인 ICE에 최초로 적용되었고, GSM-R이 

최초의 상업철도로 적용된 것은 프랑스 파리 동역

과 스트라스부르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영국 GSM-R 네트워크는 2015년에 MSC 2개

와 기지국 3,000개로 약 15,000km의 철도 통신망

을 구축 완료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GSM-R을 지원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중

국은 2002년 GMS-R를 무선통신 기술로 채택하여 

2005년에 장비 구축하였고, 호주는 66개의 터널을 

포함한 1,455km의 철도 네트워크에 GSM-R로 디

지털 열차 무선시스템을 설치하였다. 

III. LTE-R

Ⅲ장에서는 LTE-R 개요, 시스템, 구축 현황 3가

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한다.

그림 3 GSM-R 망 구조

표 1 GSM-R 주요사양

분류 설명

주파수 대역
UL: 876~880MHz
DL: 921~925MHz

채널 대역폭 200kHz

변조 방식 GMSK

다중화 방식 TDMA

전송 속도 22kbps(채널당)

종합 관제실

철도제어 서버 철도 전용망
Router

철도 전용망
접속장치

기지국

LTE Protocol
열차 무선통신

인프라
승객서비스 영상정보

열차제어 음성통신

철도통합망

서비스

그림 4 LTE-R 철도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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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E-R 개요

철도산업의 발달함에 따라 기존 GSM-R이 제공

하는 열차제어와 음성통신 기능에 추가적으로 그

림 4와 같이 승객서비스, 영상정보 등의 고도화된 

철도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위의 서비스를 모

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철도전용 무선통신

망 개발이 추진되었다.

새로운 LTE-R 철도 통합 무선망은 추가된 승객

서비스와 영상정보에 필요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하고 고속의 열차이동 속도에도 데이터를 전

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3GPP SA1은 철도통

신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SA6에서 철도

망에 필요한 구조, 기능들을 추가하여 규격화하

였다. 

국내에서는 LTE-R 철도통합무선시스템을 위하

여 공공안전통신망용으로 할당된 700MHz 대역을 

할당하였다. 

2. LTE-R 시스템

그림 5의 국내 철도통합무선망(LTE-R) 시스템

은 철도교통 관제센터, 광 전송망, DU, RRU, 차

상 단말 장치와 승무원 휴대 단말기 등으로 구성된

다. 열차 운전자는 차상 단말 장치를 이용하여 여

러 가지 열차 관제 음성통화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철도교통 관제센터는 단말의 이동성을 관리

하는 MME, HSS, PTT 서버와 EPC와 외부망 패킷

전달을 담당하는 P-GW, 보안을 위한 방화벽으로 

구성되어 있다[5]. 

국내 LTE-R 철도통합 무선시스템은 3GPP SA1 

TR22.889 서비스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적용하였

고, Release 13 기반인 국내 LTE-R의 주요사양은 

표 2와 같다. 

3. LTE-R 시스템 개발 및 구축 현황

LTE-R 철도통합무선망 시스템은 삼성전자, 노

키아, 에릭슨, 화웨이에서 개발되어, 관제 센터 운

영자, 유지 보수 및 기타 철도 직원 간의 음성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PTT 그룹 통그림 5 국내 LTE-R 시스템 구조

표 2 LTE-R 주요사양

구분 내용

주파수 대역
718~728MHz/
773~83MHz

채널 대역폭 10MHz

변조 방식
BPSK/QPSK/16QAM
/64QAM

다중화 방식
DL: OFDMA
UL: SC-FDMA

프레임길이 10ms

RRU 간격 1km

데이터 전송지연 ≤600ms

네트워크 attach time ≤500ms

핸드오버 성공률 
Open area≥99%
Tunnel≥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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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방송, 위치에 따른 주소 지정 및 다단계 우선순

위 기능을 철도전용 기능도 제공한다. 

2016년 부산지하철에 처음으로 구축된 LTE-R 

시스템은 2016년도 5개 노선을 구축하였고, 2017

년에 원주–강릉 노선을 노키아 장비로 구축하였

다. 또한, 2018년에 대구선 복선전철을 시작으로 3

개의 노선을 2020년까지 구축하였고, 2020년에 동

해선, 경부선, 평택선 구축을 시작하였다. 2021년

에 호남고속선의 LTE-R 철도통신무선망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신규 노선과 개량 시기의 일반·

고속철도의 모든 노선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구축 중인 LTE-R 철도통합무선망

을 이용하여 새로운 국내 철도 장치 개발의 인프라

로 활용할 예정이다[6].

Ⅳ. 열차자율주행시스템

Ⅳ장에서는 열차자율주행 개요, 기술 정의, 

R&D 현황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한다.

1. 열차자율주행시스템 개요

최근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제어 효율성 향상

과 운전시격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상설비 중심에

서 차상설비 중심으로 진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

다. 또한 무인자동운행이 가능한 지능형 열차자율

주행을 위하여 T2T와 T2I를 위한 직접통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7].

그림 6은 열차제어를 위한 열차 정보를 지역제

어기에 전달하는 과정 없이, 후행 열차 스스로 MA 

기능, 위치 보고 기능, 선로자원 확보 기능을 위하

여 선행 열차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T2T 통신

기술과 운행하는 열차와 선로 주변 장치가 직접 필

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T2I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열차자율주행 무선통신을 설명하고 있다. 

2. 열차자율주행 무선통신 기술 정의

열차자율주행에서 열차제어를 위한 무선통신 

기술은 그림 7과 같이 T2I, T2T와 RSM으로 구성

되어 있다. 

T2T 통신 기술은 열차 정보를 선행 열차가 직접 

후행 열차에게 전달하여, 후행 열차가 안전한 간격

과 분기를 제어하게 하는 기술이다. 

T2I 통신 기술은 선로 주변의 인프라 장치들이 지

상 연동장치를 통하여 지역제어기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열차들에게 열차

그림 7 열차자율주행 무선통신 기술 정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림 6 열차자율주행 무선통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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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안전하게 전달한다. 

RSM 통신 기술은 열차와 선로 주변의 인프라 장

치들이 정보전달 시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무결성 

및 기밀성 확보를 위한 장치 인증 및 암호화하는 

기술이다. 

3. 열차자율주행 R&D 개발 현황

현재 유럽은 열차자율주행에 사용하는 열차 간 

직접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90초의 운전시격

을 60초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열차중심 CBTC 기

술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Shift2Rail 프로젝트는 선

로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상 연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고, 독일 항공우주센터(DLR)는 

차세대 열차 프로젝트에서 가상연결기술과 열차 

간 직접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8]. 

가. 유럽연합 – Shift2Rail

유럽 공동 프로젝트인 Shift2Rail은 다양한 열차 분

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선로의 용량

을 증대와 운영자 혹은 승객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열차 간 직접통신 기반의 가상연결기 

연구를 201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선행 열차는 영업 

운전에 필요한 제어기능과 후행 열차를 추돌과 탈선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연구하고 있다[8].  

나. 독일 – DLR

Shift2Rail 프로젝트의 회원인 독일 항공우주센터

(DLR)는 주행 중인 열차의 가상연결기 기능을 위

한 열차 간 직접통신, 절대위치, 상대위치, 속도 및 

가속도 측정을 위한 센서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

하고 있다. 본 기능은 최대 시속 500km에서 동작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화물열차 자동 가상연결

기 기능도 추가 연구하고 있다[8]. 

다. 프랑스 – Alstom

Alstom은 기존 CBT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

세대 Train-centric CBTC Urbalis Fluence를 개발 중

이다. Alstom의 자율주행 열차는 비상제동으로 인

한 정차 상황에서 스스로 주행 가능한 상태로 회복

하는 전방감시기술, 열차 스스로 간격과 분기를 주

행하는 열차제어기술, 관제의 감시 및 개입 기능까

지도 열차가 수행하도록 관련 연구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 SNCF 자율주행 열차는 2023년부터 캐나

다 Bombadier와 Alstom과 공동으로 5G 통신기술을 

활용한 운행을 계획 중이다[7].

라. 영국 - Closer Running 프로젝트

2017년, 영국 RSSB는 열차의 수송량 증대를 위

한 Closer Running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Closer Running 프로젝트는 열차 자율주행에 필

요한 전송지연 절감을 위한 T2T 통신기반 열차제

어기술, 열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능형 자

율주행 열차기술, 수송량 극대화를 위한 주행 중 

열차의 가상결합 및 분리기술과 신뢰성 있는 선

로전환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Closer Run-

ning 프로젝트에서 열차 간 운전시격 단축을 위한 

Coupling/Uncoupling 기술도 설명하고 있다[9]. 

마. 국내 열차자율주행 무선통신 기술 방향

열차자율주행제어는 열차제어 및 가상 연결을 

위한 열차 간 직접통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고신뢰 저지연 기능이 필요한 열차 간 직

접통신 후보기술인 WAVE와 이동통신 기술의 개

발 동향을 설명한다. 

1) WAVE 기술

WAVE 통신은 교통 혼잡도, 안전운행과 대기 오

염 감소를 위해서 교통 정보 시스템에 첨단 IT 기



29이숙진 외 / 철도전용 무선통신 기술 동향

술을 접목하는 협력 지능형교통체계(C-ITS)의 핵

심 기술이다. 열차자율주행 직접통신을 위하여 검

토된 5.9GHz 전용주파수대역 WAVE 통신 표준

은 그림 8과 같다. WAVE 프로토콜은 IEEE 1609과 

IEEE 802.11p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WAVE 프로토콜을 이용한 V2V와 V2X기술

을 철도 분야의 T2T, T2I에 적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10]. 

기술 적용성 검토 결과 추진제동 메커니즘의 상

이함, 3km 직접통신 커버리지와 철도통신의 높은 

신뢰도 때문에 WAVE 방식의 V2X가 철도에 적용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열차자율주행시

스템을 위한 새로운 통신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11]. 

2) 이동통신 기술

열차자율주행시스템이 열차제어정보를 무선으

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림 9와 같은 열

차무선통신망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9의 T2T 통신 기술은 크게 열차 간 자율주행

을 위한 채널모델링, 능동적 멀티캐스팅 통신, 핸

드오버 및 음영 셀 축소 기능과 무선채널 신뢰성 향

상을 위한 무선통신 다중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T2I 통신 기술은 선로 주변의 인프라 장치가 열

차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열차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채널모델링, 선로주변장치 통신

상태 관리기능과 초지연감소 기능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  

열차중심의 열차제어를 위한 RSM(Railway Secu-

rity Management) 통신 기술은 무선통신을 위한 기

기 인증 및 암호화 기술과 무선통신망 코어부 내 

VNF 이동성 가속화 공격탐지 기술로 구성할 수 있

다. 그림 9와 같이 도출된 연구 분야는 철도 R&D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Ⅴ. 하이퍼루프

Ⅴ장에서는 하이퍼루프 무선통신시스템 개요, 

하이퍼루프 무선통신 기술 정의, R&D 현황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한다.

1. 하이퍼루프 개요

하이퍼루프는 아진공 튜브 내에서 캡슐 차량이 

1,220km/h까지 주행할 수 있는 철도시스템이다. 

그림 8 WAVE 프로토콜

그림 9 열차자율주행을 위한 무선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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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차량은 마찰저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튜브 

내에서 부상하는 선형유도모터 방식으로 추진하

는 자기부상 기술을 사용하였다. 차량속도 향상을 

방해하는 공기에 의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튜브 공간을 아진공 상태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운

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3,12]. 

현재, 하이퍼루프 캡슐 장치 제어와 사용자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음속 아진공 튜브 내에서 

초고속 아진공 열차무선통신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림 10은 아진공 튜브 내부에서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캡슐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HTX(한국형 하이퍼루프) 무선통신시스템 개념도

이다. 위의 HTX 무선통신시스템은 크게 캡슐 차

량 내 설치되는 hPU, 튜브 내 설치되는 hRU와 튜

브 밖의 hDU와 망접속 hGW로 구성할 수 있다. 

2. 하이퍼루프 무선통신 기술 정의

하이퍼루프는 튜브 인프라를 아진공 상태로 만

들어 공기저항을 감소시켜 캡슐 차량을 아음속으

로 운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퍼루프는 초고

속으로 발생하는 도플러 주파수 천이로 인하여 신

호의 직교성을 이용하는 기존이동통신 무선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13]. 

하이퍼루프 무선통신망 기술은 그림 11과 같은 

아진공 아음속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채널 

모델링과 무선접속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

식의 기술 개발이 연구되어야 한다.

아진공을 위한 도파관 내의 전파 특성을 고려한 

셀 플래닝과 고속 핸드오버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캡슐 내 안전 점검용 CPS 서비스를 위한 고

신뢰성 있는 초저지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3. 하이퍼루프 R&D 개발 현황

하이퍼루프 개발 현황은 미국 스타트업 업체를 

선두로 유럽, 캐나다, 중동 등에서 시장 선점을 위

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도 반영하

고 있다[12].

가. 미국 

2020년에 미국 연방정부는 고속이동·고효율 신

그림 10 HTX 무선통신시스템 개념도

그림 11 초고속 하이퍼루프 무선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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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기존 법률 및 규제 개선을 

위하여 연방 교통부에 신교통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상용화 기술 개발은 Virgin Hyperloop One, HTT 

등 스타트업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 

Virgin Hyperloop One(미국)은 네바다 사막 약 500m 

시험선에서 2017년 8월 최고속도 387km/h를 달성

하고, 2020년 11월 첫 유인 시험주행(2명 탑승, 15

초간 주행, 최대속도 172km/h)을 성공하였다.

나. 유럽

유럽은 하이퍼루프 표준화 위원회 CEN/CLC/

JTC 20을 개설하여 표준화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Hardt Hyperloop사가 추진 

중인 European Hyperloop Center(길이 3km, Gronin-

gen 시) 구축에 4.5Million 유로를 투자하였고, 프랑

스 정부는 HTT사와 협력하여 프랑스 툴루즈 지역

을 유럽 하이퍼루프 연구개발 본부로 개발·지원

하고 있다. 

다. 중국

중국은 4,000km/h의 차세대 교통수단 개발을 위

하여 초전도 자기부상기술과 진공터널 연구개발

에 착수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중국형 하이퍼루프

(T-Fright) 개발 3단계 연구개발계획을 공식 선언

하여 추진 중이다. 

서남교통대에서는 초고속 철도연구를 위한 기

초연구를 수행하고 직경 4.5m의 고온초전도 자기

부상방식의 원형 진공튜브 시험장치 보유하고 있

으며. 최근 140m 길이의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

를 개발하였다.

라. 국내 R&D 동향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 중인 HTX 기

초 연구 소개와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통신 기술

을 설명한다. 

HTX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 진행 중

인 한국형 초고속 튜브형 신 교통시스템이다. 하이

퍼튜브는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아진공 튜

브 내에서 주행하는 방식이다. HTX는 미국의 하

이퍼루프와 유사하나, 차량의 부상방식은 유도반

발식(EDS)이고 추진방식은 선형동기모터(LSM) 구

동 방식으로 다른 시스템이다[14].

초고속 하이퍼튜브 열차제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통신 기술은 그림 12와 같이 아진공 아음

속 튜브환경을 위한 전파 모델 기술, 무선접속 기

술과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통신시스템 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아진공 아음속 튜브환경을 위한 전파 모델 기술

은 아음속 튜브에 적합한 신규 무선주파수 연구, 

전파 모델링 기술과 튜브에 적합한 안테나를 연구

하는 것이다. 아음속에 적합한 무선접속 기술은 초

고속 하이퍼튜브 무선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연구, 

시스템 구조 연구와 고속 핸드오버 방식을 연구하

는 것이다.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통신시스템 개발 및 시

험은 크게 튜브속 캡슐에 설치되는 단말장치 개발, 

튜브에 설치되는 기지국장치와 연동 시험에 필요

그림 12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통신 기술

아진공아음속튜브환경
전파모델기술

아진공 튜브 환경을 고려
한 전파 모델링 기술

아음속 차량과 튜브 구조
를 고려한 안테나 기술

아음속튜브에 적합한
신규 무선주파수 연구

아진공 아음속에 적합한
무선접속 기술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
시스템 요구사항 연구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
통신망 시스템 구조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
접속 핵심 기술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
통신시스템 개발 및 시험

초고속 하이퍼튜브 차량
용 단말 장치 개발

초고속 하이퍼튜브 튜브
내 기지국 장치 개발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
시스템 연동시험

ITU-R 표준화 활동

기술 표준화

초고속 하이퍼튜브 무선통신

3GPP 표준화 활동 / TTA 표준화 활동

기술 적용



32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6권 제4호 2021년 8월

한 DM 장치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현재 하

이퍼튜브 기술은 2021년 2월에 국토부·과기부, 

5개 출연연, 철도공사·공단 등이 참여한 과기부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테마로 선정되어 기획재정

부 예비타당성 사업 제안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있다.

Ⅵ. 결론

본고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사용 중인 국내외 철

도전용 무선통신망의 구축 현황과 미래의 열차자

율주행과 하이퍼루프 철도통신 시스템을 소개하

고 관련 무선통신 기술 진행 방향과 국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요약한 것과 같이 열차자율주행과 하

이퍼루프 열차제어 시스템은 해당 기술이 미치는 

미래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현재 R&D의 착수 단계

부터 무선통신 기술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전망된다.

약어 정리 

BSC  Base Station Controller

BSS  Base Station Subsystem

BTS Base Transceiver Station

CBTC Communications Based Train Control

CEPT  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 Adminstration

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CPS Cyber Physical System

DLR  Deutsches Zentrum für Luftund 

Raumfahrt 

EDS Electro Dynamic Suspension 

EIRENE  European Integrated Railway 

Enhanced Network

EPC  Evolved Packet Core

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GCR Group Call Register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GSM-R GSM Railway

HLR Home Location Register

HTT  Hyperloop Transportation 

Technologies

HTX Hyper Tube eXpress

LSM Linear Synchronous Motor

MORANE  Mobile radio for Railway Networks in 

Europe

MSC  Mobile Switching Centre

RSM Railway Security Management

SIM Subscriber Identi�cation Module

S-GW Serving Gateway

T2I Train to Infrastructure

T2T Train to Train

TRS Trunked Radio System

UIC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

VHF Very High Frequency

VLR  Visitor Location Register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HTX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존 교통과 혁신적으로 차별화

되고 산업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조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한국형 초고속 튜브형 신 교통시스템

Shift2Rail  유럽   연합 철도 부문을 위한 혁신적인 R&D 프로젝

트 개발 연구 프로젝트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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