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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blic Address an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of Rolling Stock should be able to perform automatic 
announcements in connection with TCMS(Trai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common announcements and 
emergency announcements for safe operation and the passengers.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System also 
should be able to watch passenger compartment for safety. Those equipments are very important thing for train 
service and safety. but the installation of equipment is restricted by space, weight, modulation. therefore, Passenger 
Information Intergrated System(PIIS) is required to consider economical efficiency, technical trend, expansion and 
space insufficiency. and system based on IP network has to be considered as new PIIS. so PIIS could meet 
economical efficiency and expansion. and it could go further and share network with TCMS and others.

1. 서론

철도차량의 방송 및 표시기장치는 열차종합제어장치와 연계하여 열차의 안전운행 및 승객을 위한 자동안내

방송, 실내안내표시기를 제어하고 평상시의 공지사항 전달 및 비상시 대피안내 등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과

거 음성안내방송과 행선표시기 위주의 일본 계열 기술의 도입 및 생산하는 방식에서 최근들어 Analog 기반의 

국내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현재 IT 융합기술에 따른 IP(Internet Protocol) 기술 기반으로 통합 기능이 요구

되어 승객안내 통합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ITE(In Train Entertainment의 약자로 최

근 발주처 기본요구 사양화 되고 있음) 및 CCTV는 기본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전철의 도입 및 운전실 전면부 비상출입문 설치화 추세에서 운전실 공간부족을 해결하고 모듈화된 

방송,표시기 및 CCTV 시스템의 경량화를 실현함으로써 중량저감에 따른 경제적인 장점과 국내외의 기술동향

을 고려하여 승객안내 통합시스템은 더 이상의 경쟁력 확보가 아닌 기본사양이 되어가고 있다.

운영상의 측면에서 볼 때 향후의 철도차량은 운영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무인화 운영방식으로의 발전이 예

상되며 고장감시기술 및 네트워크(IP) 통신방식의 적용이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IP 기반의 승객안내 통

합시스템은 관련 안내정보의 효율적인 전송을 통해 유지보수성 및 운영효율의 증대와 함께 철도차량 전반의 

주요 기술이 될 것이다.

2. 본론

2.1 기존 통합시스템의 특징

기존의 방송 및 표시기 통합제어기는 설치공간의 최소화, 모듈화, 경량화를 위하여 RACK Type의 제어기

로 개발되었으며 주 제어기 랙과 보조제어기 랙을 사용하여 RS485 통신, 오디오신호, RGB 영상신호, 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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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호, 영상을 위한 광케이블, VGA, 제어기 간의 Ethernet(Cat.5) 연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 구현이 

되어왔다. 하나의 예로 그림1을 보면 선두차에 주 제어기인 MOR(Main Operating Rack)과 보조제어기인 

LOR(Local Operating Rack)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차량에는 LOR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MOR은 

타 장치와의 통신 및 주요 제어기능을 수행하며 LOR은 각 차량에 해댱하는 승객 안내표시 및 방송을 수행하

여 승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MOR과 LOR은 Ethernet cable로 연결되어 있으며 방송을 위

한 오디오 신호, LCD승객 안내를 위한 영상신호, LED 행선표시를 위한 RS485 통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별도로 설치되던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어기에 포함시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1. 기존 통합시스템의 해외 적용 사례

그림2. 기존 통합시스템의 국내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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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로써 그림2를 살펴보면, 그림1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두차에 주 제어기인 MSR(Main Sub Rack)과 

보조제어기인 PSR(Passenger Sub Rack)이 설치되었으며 기타 차량에는 PSR만 설치가 되어 있다. MSR은 

TCMS, TRS(Train Radio System) 등과 인터페이스 되어 주요 제어를 담당하고, PSR은 방송 및 LCD 승객

안내 표시기, 노선표시기 등의 정보 현시기능을 수행한다. 제어기 간에는 광 케이블 및 RS485 통신라인으로 

인터페이스 되어 있으며 사령실에서의 객실감시를 위하여 무선통신장치(WLAN)를 이용한 CCTV 장치가 설

치되어 있다. 또한, 통합제어기를 구현하면서 영상정보 현시를 위한 LCD 객실안내표시기를 광 케이블을 사용

하여 인터페이스하는 경우도 있다.

2.2 IP 네트워크 기반 통합시스템의 특징 및 기대효과

철도차량 네트워크는 하나의 이더넷 스위치허브가 작동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통신은 지속되어야 하는 이

더넷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본 개념도는 그림3, 그림4, 그림5와 같다. 그림3은 Trunk 

Ring 방식으로 링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위치 허브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림4는 Turbo Ring 방식으로 동일한 링 구조이지만 스위치 허브를 하나씩 건너뛰

며 이더넷이 연결되어 하나의 스위치 허브가 고장이 발생하면 Trunk Ring 구조보다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5는 Linear 방식으로 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Relay를 사용하여 고장발생

시 Bypass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세 가지 네트워크 구조는 Ethernet Backbone

을 기본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점이 동일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이더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장

치는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장치의 추가를 기존 시스템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림3. Trunk Ring Network

그림4. Turbo Ring Network

그림5. Linea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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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Ring Network 적용사례

또한,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장치를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광 전환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하

여 Ethernet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통신 시스템과도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 따라

서 영상구현장치의 경우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면 노이즈나 통신거리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으며 무선장치 (Wireless Module), TCMS, 기타 장치와도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시스템의 확장성을 충족 

시킬 수 있다. 그림6은 Trunk Ring 네트워크의 적용사례이며 차량 당 두 개의 스위치 허브를 사용하여 링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스위치 허브는 차량에서 왼쪽 및 오른쪽에 설치되는 장치와 연결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면 그림7과 같이 된다.

그림7.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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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은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시스템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장치는 이더넷 케이블로 인터페이스되어 있다. 

또한 기존 통합시스템에서 주 제어기와 보조제어기를 구현한 반면 하나의 통합제어기로 네트워크 상의 장치

들을 공유하여 제어할 수 있다. 음성 및 RS-485 통신라인으로 연결된 비상통화장치의 경우,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이용하여 이더넷 네트워크망을 통해 음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영상구현도 

기존의 RS-485 통신라인과 RGB(Red-Green-Blue) 또는 DVI(Digital Visual Interface) 케이블로 구현되는 

방식에서 이더넷 케이블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 된다. 만약, 기존 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장치를 새롭게 

추가할 경우 제어기등의 부가적인 설비를 별도로 설치해야하고 기존 장치에 여유 포트가 없을 때에는 인터페

이스 및 기능구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림7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신규 장치들은 스위치 허브를 

이용하여 네트웨크에 추가되어 질 수 있으며 스위치 허브에 충분한 여유 포트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장치 추

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  

즉, 타 장치와의 주요 인터페이스는 모두 이더넷 케이블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 시스템과 같

이 다양한 케이블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CAT.5의 적용으로 100Mbps 속도가 지원된다. 철도차량에도 

향후 사용 데이터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CAT.6를 적용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1000Mbps 속도가 지원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적인 대응 또한 가능하다. 

그림8.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의 해외 사례

최근 방송/표시기 시스템은 VOD, AOD (ITE) 및 CCTV가 기본 사양으로 요구되며, 신규 및 개조 차량 모

두 IP Based Network 구성 제품을 요구하는 최근 고객요구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장치

별 제어 장치들이 하나의 랙으로 모듈화되어야 하며 IP 기반 기술을 적용하여 방송/표시/CCTV 시스템의 통

합 관리 및 제어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 방향은 그림8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림8은 해외업체의 사례로 CCTV 시스템, 방송장치 및 표시기장치를 하나의 Ethernet backbone으로 구성

되도록 동일하게 스위치 허브를 사용하였으며 각 장치들이 Lan cable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7과 차이점으로

는 스피커까지 Lan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그림7에서도 구현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은 향후 철도차량산업에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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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승객비상통화장치(PEI)와 CCTV IP 카메라의 경우, POE (Power Over Ethernet) 기술을 적용

하여 해당 장치의 전원까지 하나의 전선으로 해결한다면, 모든 장치에 대하여 Ethernet Backbone 상에서 구

현이 가능하게 되며 배선의 절감으로 인한 저중량 실현 및 에너지 절감과 가격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으며 더 나아가 고객의 요구사항인 Infotainment (=Information + Entertainment)를 더욱 용이하게 만족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현재 철도차량의 대승객용 방송 및 표시기장치는 더 이상 개별장치가 아닌 통합형으로의 진행이 필수가 되

었으며 CCTV 시스템과 무선장치와의 통합이 전혀 새로운 이슈사항이 아니게 되었다. 보다 발전적으로 열차

내에 동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모든 장치가 공유되는 것이 목표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IP 기반의 승객안내 

통합시스템이 선구자의 입장에 서있게 되었다. 통합시스템에서의 다양한 장점과 경쟁력 확보, 고객의 요구사

항, 기술적 트렌드, 확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시스템이 구현 및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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