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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적용시킨 신 열차제어 무선통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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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SMRT) is studying the New Train Control System based on 
Wireless Communication(CBTC System :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ystem and to deal with the switch to the new system. The SMRT's New Train 
Control System Based on three main elements(train position detecting, radio communication and train control) 
is being developed in 3 stages.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the train position detecting element with the 
RFID system and the train position detecting device and the radio communication element with RTIS⑴ and 
DSRC⑵ had been developed and equipped on 3 stations(Songpa~Garak Market~Munjeong, 7.3km) of Subway 
Line 8 in the pilot. Such a basic infrastructure of the SMRT's New Train Control System is having an 
efficiency test by using the real-time Train Monitoring System and Currently, the third element, the train 
control(ATP/ATO/ATS/Interlocking) for the study is in progress. Also, the developed system is expected to 
validate the performance and safety in the next three stage. This paper shows about major developments of 
the SMRT's New Train Control System and our future plans.

1. 서론

  서울지하철의 5∼8호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열차제어시스템은 본선구간의 열차검지

를 위하여 고정폐색방식의 AF궤도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AF궤도회로는 안전성이 우수한 반면 열차 절

대위치검지에 있어서 궤도회로 길이만큼의 거리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과 신호기계실에 설치되

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설치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

한 열차와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TWC장치는 본선의 역 이외구간에서는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차 자동운전(ATO)시 실시간 연속제어에 한계를 노출해 왔다. 또한, 개통 이래 15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스템수명(25년)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고장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러한 기존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열차제어(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시스

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1단계로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초인프라를 8호선 3개역(송파∼가락시장∼문

정, 총 7.3km)에 시범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행열차에 대한 정밀 위치추적과 실시간 양방향 무선통

신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열차운행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단계로 구축된 열차운행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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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시스템은 열차의 정확한 위치검지를 위하여 RFID시스템과 차상위치검지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지상장

치와 열차간의 정보 송·수신을 위하여 별도의 전용 무선통신( RTIS, DSRC )망을 사용하였다. 또한, 1단

계에서 구축된 기초인프라를 바탕으로 열차제어용 지상 및 차상시스템(ATP/ATO/ATS/Interlocking)을 

개발하는 2단계 일정이 진행 중이다. 

그림 1.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개발 일정

2. 본론

  2.1 시스템 설계방향

    열차제어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열차의 위치검지, 지상열차제어장치와 차상열차제어장치와의 무선통  

  신, 통신을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이용한 열차제어라는 세가지의 주요설계요소에 더하여 기존시스    

  템과의 병행 사용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표 1]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설계 요소 설계 방향

위치검지

§ 열차위치와 속도를 정밀, 연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차상과 지상의 이중 열차검지시스템( 2중계 ) 

- 주 열차검지시스템 : RFID시스템과 차상위치검지장치를 이용한 차상위치연산제어시스템

- 보조 열차검지시스템 : 기존 궤도회로를 이용한 지상열차검지시스템( Fall-Back 시스템 )

무선통신

§ 통신의 안정성, 속도, 대역폭, 보안성을 고려한 무선통신시스템( 2∼3중계 ) 

- 주 무선통신시스템 : RTIS시스템

- 보조 무선통신시스템 : DSRC 또는 WiBro시스템

열차제어

§ 무선통신을 사용한 Digital Data교환방식( Distance-to-Go )의 ATP/ATO/ATS시스템

  - ATP/ATO 장치에 의한 완전자동무인운전 방식

  - 차상위치 연산제어방식( Train Intelligence Type )

시스템 Overlay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ATC/ATO/TWC 장치를 Fall-Back시스템으로 사용

공통 원칙

§ Fail-Safe 원칙

§ Maintenance Free( 무보수화 )

§ 주요장치의 2중계 구성( Redundancy )

§ 각 장치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20 %정도의 여유 확보

표 1.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설계방향

    위와 같이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은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국·내외의 열차제어시스템의 장  

  점들을 기반으로 우리공사만의 특징을 살린 무선통신 기반의 열차제어(CBTC :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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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스템 개발내용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은 크게 열차 위치검지부, 무선통신부, 열차제어부로 나눌 수 있    

  으며, 전체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 구성도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은 현재 1단계로 구축된 CBTC 기초인프라를 이용한 열차운행 모  

  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2단계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구분 시스템 개발 및 설치내역(1단계)

위치검지부

§ 지상 : 8호선 전구간( 19.84 km ) RFID-Tag 설치( 간격 : 50m, 총 748개 설치 )

§ 차상 : RFID-Reader, Speed-Sensor, 위치/속도 계측모듈로 구성된 열차위치/속도검지장치 개발    

       및 설치( 시범 4개 편성 열차 )

무선통신부

§ 지상 : RTIS, DSRC 무선통신장치 RSE( Rail Side Equipment ) 개발 및 설치

 - RTIS : 3개소, DSRC : 10개소

§ 차상 : RTIS, DSRC, WiBro 무선통신장치 OBU( On-Board Unit ) 개발 및 설치( 시범 4개 열차 )

열차제어부

(개발 중)

§ 지상 : ATP/ATO/ATS/Interlocking장치, 현장설비(신호기, 선로전환기) I/F장치, 정보수집/운영 장치

§ 차상 : ATP/ATO 차상통합장치

표 2.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개발 및 설치내역

    2.2.1 위치검지부

      1단계로 구축된 신 열차제어시스템에서 열차 위치검지를 담당하는 주요장치로는 RFID시스템과   

    Speed-Sensor, 위치/속도계측 모듈로 차상위치/속도검지장치를 들 수 있다.

    ▣ RFID 시스템

      RFID시스템은 RFID-Tag(수동형)와 RFID-Reader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은 다음과 같다. 

§ 차량 내 단말기에서 태그인식정보(ID)를 수집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열차 위치정보 파악

§ 열차 내 Speed-Sensor정보와 결합하여 정밀한 열차위치/속도정보 실시간 수집

§ 수집된 열차위치/속도정보는 DSRC, RTIS, WiBro 무선통신장치를 통하여 신호기계실 정보수집서버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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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Tag RFID-Reader RFID 검지영역

그림 3. RFID시스템 

   

     다음은 RFID-Tag 검지율의 측정결과로 속도(0∼80km/h)에 따라 하나의 Tag당 인식회수는 2∼  

   88회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 RFID-Tag 검지율 측정결과

  ▣ 차상 위치검지장치

     차상에서의 열차 위치검지는 RFID-Reader와 속도/위치 계측모듈을 통해 이루어진다. 속도/위치   

   계측모듈에서는 열차의 Speed-Sensor를 통해 입력되는 Pulse값으로 열차의 주행속도를 계산하고,   

   주행속도값과 누적된 Pulse-Count값을 주처리장치로 보낸다. 주처리장치는 누적된 Pulse-Count값을  

   근거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RFID-Tag를 통과할 때 읽혀진 절대위치값을 통해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보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차상정보는 RTIS, DSRC, WiBro통신모듈을   

   통해 지상무선통신장치로 보내지게 된다. 

그림 5. 차상 위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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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무선통신부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지상-차상간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RTIS(주)와 DSRC(보조) 무선통신장치가  

    개발되었으며,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신 열차제어시스템 무선통신 구성도(1단계) 

    

  ▣ RTIS 무선통신장치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지상-차상간의 실시간 무선통신을 위하여 새롭게 고안·적용된 RTIS(Railway  

    Train Information System) 무선통신장치는 IEEE 802.11/a를 바탕으로 하는 무선랜 기술과 도시교  

    통정보시스템(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의 고속이동체와의 고속 무선접속기능의   

    장점을 살려, 열차제어용 무선통신망으로의 적용가능성을 시험·적용하였다.

     ►  고속이동체( 180 Km/h )의 무손실 Hand-off 지원  

     ►  2.4GHz or 5.8GHz 주파수대역 모두 사용가능(현장 적용 : 5.8 GHz( 5.505 GHz )대역 사용)

     ►  충분한 대역폭( MPEG-4, JPEC, M-JPEC, H.264 다양한 영상 지원 )

     ►  128bit 암호화, WPA, Filtering, 802.1X등 다양한 레벨의 보안적용

     ►  WLQD ( Wireless Link Quality Display ) 탑재로 간편한 무선연결 상태 확인

그림 7. RTIS 무선통신장치

    열차제어용 무선통신망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현장 핸드오프(PING, RSSI) 및   

    속도측정(Throughput)시험을 시범구축구간( 송파∼가락시장∼문정, 총 7.3km )에서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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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SSI

Ping
Signal(dBm) Noise(dBm)

상행 

(문정‣송파)

AP3까지 -68 ∼ -25 -96 ∼ -94
Loss 없음

time=1msec 유지
AP2까지 -60 ∼ -17 -94

AP1까지 -61 ∼ -21 -96 ∼ -94

하행

(송파‣문정) 

AP1까지 -84 ∼ -29 -94
Loss 일부 발생

time 변동도 발생
AP2까지 -74 ∼ -31 -94

AP3까지 -81 ∼ -34 -97 ∼ -94

표 3. RTIS 핸드오프 RSSI, PING TEST 측정값

※ RTIS 무선통신장치 5.8 GHz대역의 수신감도(Sensitivity) 기준 : -73dBm ∼ -79dBm 이상

상행 

(문정‣송파)

하행

(송파‣문정)  

그림 8. RTIS 통신대역폭(Throughput) 측정값(Test Tool : Chariot 5.4)

    위 시험을 통해 전 구간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급곡선 또는  

    급구배 선로인 송파∼가락시장, 가락시장∼문정의 일부구간에서는 무선통신성능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선로조건을 가지는 구간에서는 보다 정밀한 무선장치의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 DSRC 무선통신장치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보조 무선통신장치로는 열차제어용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

  nication) 무선통신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DSRC기술은 지상과 차상간의 고속이동통신을 위  

    해 만들어진 기술규격으로, 한국도로공사의 Hi-Pass시스템 및 도로교통 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  

    고 있는 검증된 기술이며, 실시간성, 이동성 및 향후 WAVE 통신기술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열차제어용 무선통신망으로의 적용가능성을 시험·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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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C무선통신장치
(RSE)

DSRC 무선통신장치
(Antenna) Cell Planning

그림 9. DSRC 무선통신장치

 

      DSRC 무선통신장치는 정보수집/운영서버의 수집데이터 분석을 통해 500msec 단위의 주기적인 통신 및        

    열차정보 송·수신이 양호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3 열차제어부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2단계 추진목표인 지상 및 차상 열차제어부의 개발은 현재 2-1단계인       

    ATP/ATO/ATS의 기본개념을 적용한 열차운행 시뮬레이터의 제작을 마친 상태이며, 추가로 2-2단  

    계인 ATP/ATO/ATS/Interlocking S/W 및 H/W장치를 연구·개발 중에 있다.

지상 시뮬레이터 차상 시뮬레이터

그림 10. 열차운행 시뮬레이터

2.3 Test Bed 구축현황

    1단계로 8호선 3개역(송파∼가락시장∼문정, 총 7.3km)에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8호선 전구간에 RFID-Tag를 설치하여 정확한 열차위치검지와 추적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8호선에 운행중인 4개 편성열차에 위치검지 및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열차와의 무선통신을 위해서 시범구축 3개역구간에서는 전용 무선통신망(RTIS, DSRC)을 구축하였으며, 8호선  

  전 구간(17개역)에서 KT의 WiBro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로 구축된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축현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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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 : 시범구축 3개역 인프라 구축, 8호선 전구간 열차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신호기계실용 정보수집/운영 장치 ( H/W, S/W ) 

§ 열차위치검지 시스템 ( 차상 위치검지체계( RFID시스템, Speed-Sensor, 속도/위치 계측모듈 ) )

§ 지상 무선통신장치 ( 시범 3개역 - RTIS, DSRC, 8호선 전 구간 - WiBro 통신 )

§ 지상 정보수집 장치 ( 시범 3개역 구간 10개소 설치 - 광통신장치, 정보처리장치 등 )

§ 차상 장치( 시범 4개 편성열차 차상정보장치 - 주처리 장치, RFID-Reader, 무선통신 시스템 등 )

§ 열차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 8호선 전 구간 실시간 열차운행 모니터링 ) 

표 4.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 구축 현황(1단계)

2.4 성능평가

  1단계로 구축된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초인프라를 활용하여 열차위치검지와 무선통신성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열차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실시간 열차 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상 및 차상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각종 장치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는 RTIS 및 DSRC 무선통  

  신망을 통해 신호기계실의 정보수집/운영서버로 수집되며,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관리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열차운행 정보는 열차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표출된다.

 

◈ 열차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Ⅰ

   (운영 프로그램)

 - 열차 운행, 장치 운영, 통신서버, 실시간 이벤트      

   현황 현시

 - 각종 장치 운영 상태 관리 : 노변장치, RTIS, DSRC,  

   차상장치, RFID-Tag 운영상태 조회

 - 각종 데이터 관리 : 역사, 기계실, 열차, 차상장치,     

   궤도, RFID-Tag 정보 편집 및 조회 

◈ 열차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Ⅱ

   (열차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 시범4개 열차(4개편성: 802, 803, 808, 814)의        

   열차운행 실시간 모니터링 구현

 - 기존 신호관제 열차운행 정보를 이용한 DB중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범4개 편성열차와 기존    

   시스템 적용 열차간 비교 가능

 - 시범구간에 구축된 각종 장치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그림 11. 실시간 열차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열차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8호선에 차상장치가 설치되어 운행 중인 시범4개 편성열차에 대한   

  실시간위치를 cm 단위까지 정밀하게 표현되도록 하였으며, 시범 구축된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각 장치  

  에 대한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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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최근 이동폐색방식의 무선통신 기반의 열차제어(CBTC)시스템이 기존의 고정폐색방식을 사용하는 열

차제어시스템에 비해 경제성, 유지보수성, 효율성, 승객편의성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이 국

내외의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철도 시스템엔지니어링(SE)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그간 안전성 측면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CBTC시스템

은 21세기 열차제어시스템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외 철도관련 업체와 기관들이 앞 다투

어 진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무선통신 기반의 신 열차제어시스템을 열차위치검

지, 무선통신, 열차제어라는 세 가지 주요요소로 나누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서울

지하철 8호선의 3개역구간(송파∼가락시장∼문정, 총 7.3km)에 RTIS, DSRC방식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

고, RFID시스템과 차상위치검지장치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확한 열차위치, 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상장치와 송·수신할 수 있는 신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초인프라를 개발·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초

인프라를 이용하여 8호선 전구간의 열차운행현황과 시범 구축된 장치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열차운행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지하철 환경에 맞게 새롭게 고안·적용된 RTIS 및 DSRC 무

선통신장치(5GHz대역, IEEE 802.11a, OFDM변조)를 이용하여 운행 중인 시범4개 편성열차의 위치를 실

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신 열차제어시스템은 국내의 기술력만으로 이러한 CBTC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정밀열차 

위치검지기술과 지상-차상간의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

을 기반으로 지상 및 차상의 열차제어장치( ATP/ATO/ATS/Interlocking )를 추가로 개발한다면, 국책

연구과제인 KR-TCS( 무선통신 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하나의 CBTC시스

템을 완성하게 됨으로써, 국내 열차제어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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