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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importance of broadband wireless communication implemented at subway tunnels is growing

up. At 18GHz wireless video transmission system, the transmitter requires a digital modulation

method. At subway tunnel, A 18GHz's influence of the multi-pass padding is strong. OFDM digital

modulation that is strong for multi-pass padding is recommended. Duplexing methode uses FDD to

transmit and receive broadband data at the same time. In the case of FDD we assign a private

use channel each with the transmission at the receiving. In this paper, We implement multiple

access wireless OFDM transceiver. We verified that one ground transceiver communicates with

two car transceiver at the same time.

------------------------------------------------------------------------------------

  

1. 서 론

지하철에서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18GHz 무선을 이용한 영

상 전송시스템에서 송신기는 디지털 변조방식을 필요로 한다. 지하터널에서 18GHz는 멀티패스페이딩

의 영향이 강하므로 멀티패스에 매우 강한 OFDM 디지털 변조 방식이 추천된다. 광대역 데이터를 동

시에 송수신하기 위한 Duplex 방식은 FDD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FDD의 경우 송신과 수신에 전용 주

파수 채널이 할당되게 된다. 철도 시스템에서 상황에 따라 2대 이상의 차상 무선송수신장치가 지상 무

선송수신기와 다중 통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FDD방식의 OFDM무선 송수신

장치에서 지상 무선 송수신기가 다수의 차상무선송수신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송수신 모듈을 구현

하였다. 하나의 지상 무선 송수신기와 두 개의 차상 무선 송수신기를 구성한 후에 네트워크 계측장치

인 스마트비트를 사용하여 다중 송수신 특성을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18GHz 대용량 데이터 통신

철도 분야는 교통안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요구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로 도시철도내의 승객의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영상전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규칙에 ‘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정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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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러 승강장 감시설비가 도입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도시철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전파간섭으로 인한 혼신 문제, 검증되지 않은 설비도입으로 인한 무선성능이 미흡한 문

제, 도입된 설비간의 호환성 등에 문제 등이다. 따라서 교통 안전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정보통신부에서

도시철도 무선영상전송장치용으로 18.86-18.92, 19.20-19.26GHz의 전용 무선주파수를 할당하였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할당된 전용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환경을 고려한

성능이 검증된 시스템을 규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지상간 통합데이터 전송시스템 연구개발‘이라는 명

칭으로 도시철도표준화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2.1.1 대열차공간화상 (승강장감시설비)

열차가 진입하기 전에 승강장 영상을 무선으로 운전실로 전송하여 승강장 내의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

는 시스템이 대열차공간화상설비(승강장감시설비)이다. 그림1은 대열차공간화상(승강장감시설비)의 구성

도 이다. 18GHz에서 10Hz대역폭의 무선주파수를 사용하여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초고주파에서 대용량데이터를 광대역 무선을 통하여 전송하기에 적합한 OFDM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대열차공간화상 시스템은 승강장에서 운전실로 데이터가 하향으로 전송되는 단방향의

데이터 전송 흐름을 가지고 있다.

승강장(상행)

승강장(하행)

지상 IDU

지상
ODU

지상
ODU

그림 1 대열차공간화상시스템

2.1.2 객실감시설비

객실 감시설비는 차량객실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무선으로 지상설비로 객실영상을 전송한 후

전송망을 통해 종합사령으로 영상데이터를 전송하여 종합사령실에서 각 열차의 객차내의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무인운전 방식의 경전철 시스템에

서 그 필요성이 커져 도입되고 있다. 그림 2는 객실 감시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객실 감시설비는 차량

객실에 감시영상을 종합사령실로 전송하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승강장(상행)

승강장(하행)

지상
ODU

지상
ODU

운전실

객실CCTV

기계실

전송망

종합사령실

그림 2 객실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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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8GHz 양방향 통합데이터 전송 시스템

18GHz 양방향 통합데이터 전송시스템은 양방향 영상데이터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양방향으로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림 3은 18GHz 양방향 통합데이터 전송시스템이다. 양방향 통합데이터 전

송시스템은 운전실을 향해 하향으로 전송되는 승강장 영상데이터와 종합사령실로 전송되는 객실감시영

상데이터의 상향 영상데이터를 포함한다. 여기에 통합 데이터로는 객실로 전송되는 객실안내정보데이터

등의 하향 데이터와 종합사령실로 전송되는 열차위치정보, 비상인터폰, 화재감지기 상향 데이터 등이 포

함된다. 18～19GHz에서 10Hz대역폭의 무선주파수를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상향과 하향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초고주파에서 대용량데이터를 광대역 무선을 통하여 전송하기

위해 Full-Duplex OFDM 이더넷모뎀을 사용한다.

역무실

객실감시영상

승강장CCTV

운전실

대열차화상

객실안내

객실CCTV

그림 3 18GHz 양방향 통합데이터 전송 시스템

2.2 18GHz OFDM이더넷 모뎀

18GHz에서 10MHz대역폭의 광대역 주파수대역에서 고속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OFDM변조 방식

을 적용하였다. 도시철도 분야에서 지하철에서는 지하 터널을 통해 지하철이 고속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멀티 패스 페이딩이 심한 지하터널 환경에서 1Km이상의 거리를 전송할 수 있는 OFDM 파라미

터를 고려하여야 한다. 캐리어의 수가 클수록 멀티패스페이딩 환경에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브캐리어의 갯수가 클수록 고주파에서 고속에 따른 도플러효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도시

철도 분야에는 멀티패스 페이딩과 도플러효과를 고려하여 2000개의 서브 캐리어를 가진 2K모드의 

OFDM모뎀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외의 OFDM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변조방식은 QAM16, 가드타임

은 1/16, 코딩율은 1/2을 사용하였다.

2.2.1 OFDM변조부

18-19GHz 초고주파수에서 10MHz 광대역에서 8Mbps이상의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OFDM변

조기를 사용하게 된다. OFDM변조기는 188byte 크기의 MPEG-TS데이터를 OFDM변조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는 제작된 OFDM 변조기 이다.

 

그림 4 OFDM변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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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OFDM복조부

수신된 OFDM신호를 복조하여 188byte 크기의 MPEG-TS 데이터로 변환한다. OFDM복조부는 멀티

패스 페이딩과 고속이동의 영향을 보상하기 위하여 Diversity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Diversity 방식은 

수신기 2개를 사용하여 이득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최대 가중치 합성방식(MRC)을 사용한다. 그림 5

는 제작된 OFDM복조부의 사진이다.

그림 5 OFDM복조부

2.2.3 이더넷 변환부

이더넷은 10/100Mpbs의 고속 데이터 전송에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확장성이 매우 우수하

다. 따라서 OFDM모뎀은 인터페이스 규격을 이더넷으로 구성하였다. 블록은 이더넷 물리층과 이더넷을

MPEG-TS 규격으로 변환하는 송신변환부와 MPEG-TS를 이더넷으로 변환하는 수신변환부로 구성된

다. OFDM 무선전송에서 전송에는 큰 에러발생이 확률이 크므로 188byte크기의 MPEG-TS의 사용한다.

반면 이더넷은 64byte에서 1500byte까지 응용 분야에 맞게 여러 형태의 데이터 블록이 가변적으로 사용

되게 된다. 송신변환부는 64～1500byte크기의 이더넷 데이터를 188byte크기의 MPEG-TS 데이터로 변환

하여 OFDM변조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신변환부는 188byte크기로 수신된 MPEG-TS 데이

터를 64～1500byte크기의 이더넷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6는 제작된 이더넷 변환부

이다.

그림 6 이더넷 변환부

2.3 다중통신을 위한 이더넷 모뎀

다중 통신을 위한 이더넷 모뎀 장치의 구성은 그림 7과 같다. 이더넷 데이터를 다중 송신하는 다중

송신부와 다중 수신된 신호를 수신하는 다중 수신부로 구성된다. 다중 수신부는 다수의 송신기로부터

동시에 송신되는 데이터를 다중 수신하기 위하여 OFDM복조기 2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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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중통신을 위한 이더넷 모뎀장치의 구성

OFDM 다중송신부의 경우 전송할 데이터는 이미 이더넷스위치에서 패킷스위칭 방식으로 다중화 되어

다중화송신부에 입력된다. 다중송신변환부는 입력된 이더넷 데이터를 188byte크기의 MPEG-TS 데이터

로 변환하여 OFDM변조부로 전송한다. 그림 8은 송신부가 이더넷 패킷을 패킷 단위로 다중 송신하는

절차이다.

그림 8 송신부의 다중 송신

OFDM 다중수신부의 경우는 2개의 OFDM복조기와 다중수신변환부로 구성된다. 다중 수신을 위해 2

대의 수신기가 2대의 열차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MPEG-TS데이터로 복호하여 다중수신변환부로 전달한

다. 다중수신변환부는 2개의 OFDM복조기에서 수신된 MPEG-TS데이터를 역다중화하여 이더넷 데이터

로 변환한다. 그림 9는 다중 수신기에서 다중 수신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역다중화하여 이더넷 장치

로 전달하는 절차이다.

그림 9 수신부 다중 수신

그림 10은 제작된 다중 통신을 위한 OFDM 이더넷모뎀이다. 제작된 다중 통신을 위한 OFDM 이더

넷 모뎀은 1개의 OFDM변조 모듈과 2개의 OFDM복조 모듈로 구성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2개의

100BaseFX 광포트와 1개의 100BaseTX를 지원한다.

그림 10 다중통신을 위한 OFDM 이더넷모뎀

OFDM복조부 OFDM복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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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중 통신 시험 결과

그림15는 다중통신 시험 구성이다. 2대의 차상 무선송수신기와 1대의 지상 무선송수신기로 다중통신

구성을 한 후 스마트미트 계측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검증하였다. 스마트 비트의 설정은 지상

무선송수신기는 송신 속도를 11.72Mbps설정하고 차상무선송수신기A와 차상무선송수신기B로 교대로 송

신하도록 설정하였다. 차상무선송수기A와 차상무선송수신기B는 11.72Mbps의 속도로 지상무선 송수신기

로 동시에 송신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6은 다중통신 시험의 스마트비트 측정 결과이다. 지상무선 송

수신기는 11.72Mbps의 데이터율로 차상무선송수신기A와 차상무선송수신기B가 송신한 데이터가 수신

되었다. 차상무선송수신기A와 차상무선송수신기B는 각각 5.86Mbps의 데이터율로 지상무선 송수신기가

교대로 전송한 데이터가 수신되었다. 지상 무선송수신기와 2대의 차상 무선 송수신기가 다중 통신하여

데이터가 원활히 송수신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18GHz 다중통신 시험 그림 12 스마트비트 측정결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통신을 위한 OFDM모뎀을 구현하였다. 광대역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하기 위한

Duplex 방식은 FDD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FDD의 경우 송신과 수신에 전용 주파수 채널이 할당되게

된다. 철도 시스템에서 상황에 따라 2대 이상의 차상 무선송수신장치가 지상 무선송수신기와 다중 통신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FDD방식의 OFDM무선 송수신 장치에서 지상 무선 송

수신기가 다수의 차상무선송수신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송수신 모듈을 구현 하였다. 하나의 지상

무선 송수신기와 두 개의 차상 무선 송수신기를 구성하고 스마트비트 계측기를 사용하여 성능을 검증하

였다. 각 무선송수신기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11.72Mbps로 설정하였을 때, 지상무선 송수신기는

11.72Mbps의 데이율로 차상무선송수신기A와 차상무선송수신기B가 송신한 데이터가 수신 되었다. 차상

무선송수신기A와 차상무선송수신기B는 각각 5.86Mbps의 데이터율로 지상무선 송수신기가 교대로 전송

한 데이터가 수신되었다. 지상 무선송수신기와 2대의 차상 무선 송수신기가 다중 통신하여 데이터가 원

활히 송수신됨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도시철도표준화2단계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07도시철도표준화A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안준오 외, “지하철 무선영상전송장치용 주파수 분배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2007

2. 정상국, 안태기, 김백현, 최갑봉, 이종우, “18GHz 무선영상 전송을 위한 OFDM 송신기의 설계”, 대한
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3. 정상국, 안태기, 김백현, 최갑봉, 홍동규, “18GHz 무선 영상 전송을 위한 OFDM 수신기의 설계”, 철도
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

차상무선송수신기

지상무선송수신기
스마트비트

1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