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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철도시스템을 위한 무선통신망 구축정책 방안연구

A Study of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Constructing Policy Plan for an 

Efficient Railroad System Infrastructure

이승호*·김시곤

Seungho Lee·Sigion Kim

1. 서 론

21세기에 들어, 철도가 신속성, 정시성, 안정성, 대량수송,

에너지 효율, 환경친화 등의 장점을 앞세워 국가교통의 핵

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전

국 주요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전국을 하나의 생

활권으로 통합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효율적으

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도인프라 확충, 차량속도 향상 등

과 함께 철도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

으로 열차의 속도향상, 운전시격 단축 및 운행관리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열차제어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열차제어시스템의 발전은 열차의 운행속도 및 전자통신기

술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무선통신기술을 열차제어시스템에 적

용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유럽의 경우는 철도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면

서 국가간 상호연계운행에 필요한 철도운영의 표준화를 위하

여 ERTMS(European Rail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 인프라와

차량 간의 인터페이스 등 열차제어부분은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로 표준화하고, 지상과 차상간의 데이

터 전송은 유럽의 이동전화망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을 활용하여 철도용 무선통신망

GSM-R(GSM-Railway)이 개발되었다. ERTMS/ETCS 프로

젝트를 통해 유럽의 철도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열차제어 및

통신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상호운영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철도시장을 선점하게 되었다.

다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시스템의 표준화로 뉴

욕지하철의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량하면서 기존 시스템보다

높은 상호운영성과 열차제어시스템의 공용화를 목적으로 연

구를 진행하여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474 시리즈의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만, IEEE 1474 시리즈는 전용주파수를 사용

하지 않고 2.4GHz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능형열차제어시스

템 시범사업, 도시철도표준화, 경량전철기술개발 등의 사업

을 통해 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을 연구하였으나 철도전용

무선통신망이 확보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철도에서 운용되고 있는 무선통신망을 살펴보면, 도

입 초기에는 VHF(Very High Frequency)인 아날로그 통신방

Abstract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are recently taking an important role in railroad systems as railways now

require high speed and high density operation with the aid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to improve maintenance

efficiency and to handle passenger service growth. Train control systems are consequently changing from track circuit-

based systems to communication-based systems. This paper analyses the role of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in recent

railroad systems, reviews foreign cases, and then suggests a communication network constructing policy for increased trans-

port capacity increase, securement of safety, and efficient trai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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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고속, 고밀도 운행을 요구하는 철도시스템에서 기존의 궤도회로기반 열차제어방

식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통신을 이용한 열차제어로 변화가 됨과 동시에 유지보수의 효율화, 승객서비스 증

대에 따라 철도시스템에서 무선통신이 중요한 역할은 담당하는 위치로 변경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시스

템에서 통신의 역할을 분석하고, 수송력향상과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열차제어를 위한 무선통신망 구축방안으

로 국외의 사례 비교 및 검토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철도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철도 무

선통신망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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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 150MHz 대역에서 1:1 음성통화에 사용되었고, 경

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800MHz 대역을 점유하는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미국형 TRS-

ASTRO(Trunked Radio System-ASTRO)방식을 도입하여 운

용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서는 800MHz 대역을

점유하며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기반인 유럽

형 TRS-TETRA(Trunked Radio System -TErrestrial Trunked

RAdio)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이 노

선·구간별 혼용되어 있어 열차연계운행 강화와 철도운영서

비스 고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1,2,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선별 연계운행을 강화하고 운행

시격을 단축하여 철도의 운용효율과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세계 철도시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내외 철도의

무선통신현황을 조사하고, 전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기 위

한 기술 및 환경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국내외 철도시스템 통신환경분석

2.1 국내 철도 무선통신망 운영환경

2.1.1 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철도시스템의 운영 및 안전 확보의 핵심인 열차제어기술

은 기존의 궤도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지상신호방식에서 IT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위치검지와 추적이 가능한 무선통신

을 기반으로 하는 차상신호방식(CBTC,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열차제어기술의

발전은 고속, 고밀도 열차운행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인프

라를 사용하면서도 수송용량을 증대할 수 있고, 기관사가 탑

승하지 않는 무인운전도 가능하게 되었다[3]. 

국내에서도 신분당선, 부산4호선, 부산~김해 경량전철에 국

외에서 제작한 CBTC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열

차제어시스템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용 주파수를 사용

하지 않고 2.4GHz ISM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주파수 간섭

및 혼선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사례가

신문지면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상구간을 운행

하는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선로변의 열악한 주파수환경으로

인하여 보안기술을 적용하더라도 동일 시스템의 적용이 불

가능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열차제어시스템의 국외

의존을 탈피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열

차제어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무선통신기반 열

차제어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성능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철도전용 주파수 확보, 통합무선망 구축 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4].

2.1.2 철도 무선통신현황 

철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통신은 크게 음성통신과 영

상전송용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음성통화용으로 VHF(150MHz,

아날로그), UHF(Ultra High Frequency, 440MHz, 아날로그),

TRS(800MHz, 디지털) 등이 사용되며 주로 관제실의 관제

요원와 열차운전자, 관제요원과 현장 유지보수요원간의 열

차운행관리용이다. 영상전송은 역으로 접근하는 열차의 운

전자에게 승강장 상황을 전송하는 용도로 18GHz대역이 사

용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분당선, 김해·용인 경전철 등

에 적용되는 열차제어시스템은 2.4GHz ISM 대역을 사용하

며, 그 밖에 궤도회로, ATS(Automatic Train Stop) 지상자,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발리스 등에 사용되는 주

파수는 전계강도가 미약하여 전파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

다. 또한,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철도 무선통신

망과 국가 재난통신망을 연동하기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

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철도통신의 요구조건을 국가

재난망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철도부문을 제외하

였다. 철도시스템에 대한 통합무선망은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철도전용 주파수를 할당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

고 있다.

2.1.3 국내 철도 무선통신의 문제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철도의 무선통신 인프라

는 도입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어 노선

별 연계운행 등 철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3개의 무선통신방식(VHF, TRS-ASTRO, TRS-TETRA)

이 혼재되어 있는 경부고속철도는 통신운용 비효율성의 대

표적인 사례이다[5]. 또한, 내용연수가 도래한 VHF 통신시

스템을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VHF 시스템은 전

체 철도노선의 약 50%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그 동안 통

화품질이 떨어지고 주파수 효율이 낮아 미래 지향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철도통신시스템이 열차제어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

용되지 못하고 있다[6]. 최근 유럽미국 등에서는 ‘통신을 기

반으로 한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성과 수송능력

을 향상하고 있으나[6],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에 대한 필요

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핵심 기술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책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철도

사고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열차방호시스템, 비상통화

등의 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 밖에 해외 의존적인 철도

통신설비의 핵심 기술과 장비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지속Fig. 1 Outline of TCS in domestic rail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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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철도이용자에 대한 여행정보 제공

이나 물류시스템의 정보화에 대한 적용방안도 마련한 상황

이다.

2.2 국외 철도 무선통신망 운영환경

2.2.1 유럽의 철도 인프라

유럽은 기존에 유럽 이동통신의 표준으로 채택된 GSM을

바탕으로 철도의 고유한 여러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GSM-

R를 유럽의 철도무선통신시스템으로 지정하였다. GSM-R을

구축하기로 한 배경에는 국가별로 운영되는 철도운영시스템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장애를 해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ERTM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93년에는국제철도연합

(UIC, Union International des Chmins de Fer)에서 876~

880MHz와 921~925MHz을 GSM-R 대역으로 할당하고 표

준사양을 제시하였다. GSM-R은 TDMA방식으로 회선교환

방식에 의하여 14.4Kbps까지 음성 및 데이터 전송을 지원

하고, 기본적인 GSM 기능 외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

하고 있다. 

GSM-R 구축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근 유럽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까지 핵심 철도 노 선

에 대해서는 GSM-R 구축을 의무화하고, 2012년이후에 주

문되는 차량과 2015년부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한다. 미연방철도국(FRA,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에서 정의한 PTC의 목표 중 하나는 “NDGPS(Nationwide

Differential GPS)를 활용하여 열차제어에 적합한 전국적 규

모의 일정하고 지속적인 위치검지 시스템의 개발하는 것”

이다. 또한 AREMA(American Railway Engineering and

Maintenance-of-Way Association)에서는 PTC시스템의 기본

특징을 열차 간격유지 및 충돌방지, 선로 속도 제한, 순간

속도 제한 및 선로변 작업자 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PTC시스템은 프로젝트별로 일부 다른 사양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GPS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한 열차위치

확인과 차지상간 무선통신망을 통한 열차제어정보의 송수신

기능은 공통적으로 적용 중에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Alaska CAS와 NAJPTC(North American Joint Positive Train

Control)가 있으며, 일본의 ATACS와 유사하게 음성통신부

분이 제외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주파수 대역은 220MHz이

며, 180km/h이하의 속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3].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고속철도사업에서는 유럽의 열차제

어시스템인 ETCS Level 2와 GSM-R을 기술제안 사양으로

발표하고, GSM-R에 필요한 주파수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미 사용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

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고속철도사

업 또한, 향후 남미국가간의 상호운영성 확보, 구매의 효율

성 등을 위하여 열차제어장치는 유럽표준인 ERTMS/ETCS

Level 2를 요구하고 있다. 

2.2.2 일본의 철도 인프라

일본은 모든 통신시스템을 국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선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 및 데이터 통신시스템을 운영하

고, 음성통화를 위해 무선통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

템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을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개발되

고 있는 무선열차제어시스템은 1995년부터 JR EAST에서 개

발하기 시작한 ATACS(Advanced Train 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이며 2001년에 사양검토와 신제품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실용화를 추진 중이다[9].

ATACS는 400MHz 대역을 활용하며, TDMA 방식으로

9.6kbps 전송속도를 가지는 제어전용 통신시스템이다. ATACS

이외에 도시철도용으로 미국의 AATC(Advanced Automation

Train Control) 시스템을 응용하여 개발하여 일부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철도 전용주파수는 확보되어 있

지 않은 상황으로, 철도사업자가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주

파수 대역을 신청하여 무선 면허를 받아 주파수를 이용 중

이다. 무선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간섭을 억

제하고 전송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에서도 신뢰성 있는 철도무선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

용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0,11]. 

또한, 신뢰성 있는 무선통신 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채널 수 및 전송용량, 전송오류 및 지

연, 열차속도를 고려한 주파수 선정, 기기국 배치, 열차길이

파악, 열차분리검지 등 여러 기술적 요소들이 검토되고 있다.

2.2.3 미국의 철도 인프라

철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지만 항공산업의 발달로 인하

여 철도산업의 선진화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

었다. 1980년대 900MHz대의 6개 협대역 FM채널을 할당하

여 ATCS(Advanced Train Control Systems)라는 무선통신기

반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ATCS는 열차통제 데이터,

원격장치의 모니터링, 원격제어 등을 수행하였으나, 2008년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개선법(the Railway

Safety Improvement Act)을 제정하여 모든 철도시스템에

PTC(Positive Train Control)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것을 제도화함에 따라 점차 새로운 열차제어시스템으로 전

환이 추진되고 있다[12]. 

Fig. 2와 같이 PTC 시스템은 차상에서 열차의 위치를 확

인하고 이동권한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

로 하고 있다. 열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성

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한다.

미연방철도국(FRA,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에 서 정

의한 PTC의 목표 중 하나는 “NDGPS(Nationwide Differential

GPS)를 활용하여 열차제어에 적합한 전국적 규모의 일정하

고 지속적인 위치검지 시스템의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AREMA(American Railway Engineering and Maintenance-

of-Way Association)에서는 PTC시스템의 기본특징을 열차

간격유지 및 충돌방지, 선로속도제한, 순간속도제한 및 선로

변 작업자 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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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시스템은 프로젝트 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GPS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한 열차위치 확인과 차지상간 무

선통신망을 통한 열차제어정보의 송수신 기능은 공통적으로

적용 중에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Alaska CAS와

NAJPTC(North American Joint Positive Train Control)가

있으며, 일본의 ATACS와 유사하게 음성통신부분이 제외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주파수 대역은 220MHz이며, 180km/h

이하의 속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3]. 

이와는 별도로 미국 고속철도사업은 유럽의 열차제어시스

템인 ETCS Level 2와 GSM-R을 기술제안 사양으로 발표하

고, GSM-R에 필요한 주파수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 주파수 점유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의 관심사항인 브라질 고속철도사

업 또한, 향후 남미국가간의 상호운영성 확보, 구매의 효율

성 등을 위하여 열차제어장치는 유럽 표준인 ERTMS/ETCS

Level 2를 요구하고 있다.

2.2.4 중국의 철도인프라

중국은 초기에는 주로 유럽(프랑스)이나 일본의 철도인프

라를 도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철도를 지역격차 해소와 신 성

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국무원이

2020년까지의 철도 발전계획인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승

인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무선통신망은 유럽형

GSM-R를 기반으로 중국 철도전용의 GSM-R을 개발하여

2020년까지 전체 철도망에 디지털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UIC와 GSM-R 표준화

협력협정을 2004년에 체결하여 UIC의 FRS(Function Req-

uirement Specification)와 SRS(Safety Requirement Specification)

Fig. 2 Configuration of PTC system [Alaska CAS]

Table 1 Classification of CTCS level

Level Configuration Feature

0 ~ 2 Nonrelated Radio Communication

3
Track Circuit + 

Balise + GSM-R

Track Circuit to check train 

occupancy and train condition, 

GSM-R as a key element in this level

4 Balise + GSM-R

- Carrying out moving block functions 

- Information transmission by GSM-R

- Using track circuits only in a station 

- Minimization of ground-based units 

to reduce maintenance costs

Table 2 Summary of status in foreign railroad infrastructure

Class
Control 

method

Communication 

method
Frequency Main contents

Europe
ETCS

Level 2
GSM-R 800MHz

- Planning to build mandatory GSM-R in primary lines until 2015 and expecting

to introduce into 40,000Km until 2020

- England: RSSB expects to introduce LTE-R in 2020 and suggests introduction

of Multi-technology

- Spain: Proceeds development cooperation for LTE-R

- France: Applies PPP method in building GSM-R

Japan ATACS - 400MHz
- Service commenced by East Japan Railway in 2011, applied to urban railways

- A period of 17years taken from development to basic functional operation

America PTC - 200MHz

- Legalized mandatory introduction until 2015, but expected delay due to technol-

ogy verification etc.

- California high-speed railway project makes progress to secure 700MHz by

selecting ETCS level 2 based on GSM-R after examining various technologies

and frequency candidates. 

Brazil
ETCS

Level 2
GSM-R -

- Decided introduction of ETCS Level 2 based on GSM-R into high-speed rail-

way and not confirmed specific activities for secure frequencies

China CTCS-3 GSM-R 900MHz

- Started CTCS development in 2002 and selected GSM-R as wireless communi-

cation

- Built and operated GSM-R onto high-speed railway for the time in 2005

- Introduction of LTE technology into high-speed railway under consideration

from among equipment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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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기반으로 중국실정에 적합한 열차제어시스템 표준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열차제어시스템 측면에서는 유럽표준 열차 제어시스템인

ETCS와 유사한 중국고유의 차상중심 열차제어시스템인

CTCS(Chinese Train Control System)를 정의하여 단계적인

구별(Table 2)을 하였으며, ETCS Level 2급인 CTCS Level

3급 이상에서는 GSM-R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고

속철도 열차제어설비 설계기준에 따르면 신설철도 300~

350km/h급 여객전용선 열차제어설비 설계시 지상설비는

CTCS-3급(ETCS-2급 호환)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차량기지

등은 열차운용상황에 따라 적합한 등급을 선택하여 적용하

도록 하고 있으며, 차상설비는 여객전용선 지상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300km/h 이상 차량의 차상설비는 CTCS-3

급의 기능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14,15].

2.2.5 해외철도 무선통신망의 특징과 시사점 기술

국외의 철도통신시스템을 정리하면 일본, 미국 등을 제외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GSM-R기반의 ETCS Level 2의 구축

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의 경우 자체적으로 고유

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외 수출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한편, 유럽 일부에서는 GSM-R의 지속적인 도입에

도 불구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기종 망간의 연동,

주파수 효율의 향상,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 등

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세대 무선통신망에 대한 논의는 지속

될 것이다.

통신기술의 철도적용을 위해서는 배타적인 이용이 가능한

주파수가 분배되어야 안전성 확보와 상호운영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안전을 고려하여 실용노선에서 장기간에 걸친 기

술개발과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 운영기관간의

상호운영성 확보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운영방법

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세부적인 기술규격의 표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통신 및 열차제어

시스템의 대부분이 외국산으로 노선별, 차량별 특성에 따라

장비가 호환성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운영 및 유

지관리 효율도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3. 효율적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분석

3.1 요구사항 분석

철도에서의 통신시스템은 일반 통신시스템과 달리 매우 높

은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며, 기존 시스템과의 상

호운용성과 미래의 철도운영환경을 고려한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시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

다.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철도무선통신망이 안

전하고 효율적인 열차운행과 철도영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기 때문에 상호운용성 증대, 수송능력 향상, 가용성 증대, 비

용절감,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한 기술의 단일화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철도무선통신망을 사용할 환경측면을 살펴보면, 고압 대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차량의 전력 스위칭에 의한 전자기적

간섭과 노이즈, 철도선로변의 다양한 IT기기의 사용 등에 따

른 보안 문제 그리고 무거운 중량을 가진 차량으로 인한 진

동, 먼지, 충격 등 타 산업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적합하고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

서 철도에 요구되는 고밀도운행과 300km/h이상의 고속에서

끊김 없는 통신이 가능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안전

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은 안전관련 국제기준

인 SIL(Safety Integration Level)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다.

또한, 많은 열차를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서는 통신의 신뢰

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열차운행

이 중지되거나 지연이 발생된다. 

이렇게 일반 무선통신망과 구축환경 및 임무환경이 매우

상이한 철도의 환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화된 무

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 신뢰성, 보안

성 등의 요구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과 같이 일반적인 타 특

수 목적망에도 요구되는 조건이나 진동 및 온도에 견뎌야 하

고, 긴 수명주기를 제공해야 하며, 전자기 간섭에 견뎌야 하

는 등의 조건은 철도 환경에서만 요구되는 조건이다. 특히,

철도의 고속화에 의해 500km/h급의 고속 환경에서도 안정

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철도전용 무선통신의 중요한 기능

적 요구상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철

도통신에 대한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충

분한 현장시험과 함께 장비 또는 시스템의 다중화도 요구된

다.

3.2 기술대안 검토

열차운행의 고속화, 고밀도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

한 여행을 위해 철도현장을 중심으로 무선을 기반으로 한 통

신망의 구축이 더욱 중요해 졌다. 무선통신은 운영 및 제어

측면에서 철도의 무인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구조 단순화, 구성요소 기능통합화, 기지국 셀 반

경 거리 확대 등 이동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성·데

이터 통신에 필요한 설비가 감소하여 비용 및 운영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특히, 열차제어의 기본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차속도보다 높은 이동성을

제공하는 무선통신기술이어야 한다. 열차는 도시철도에서부

터 고속철도까지 다양한 속도로 운행됨에 따라 운행속도별

로 상이하게 표현되는 도플러 효과에 따른 시스템 사양의 변

화가 크지 않은 기술이 있다면 그 또한 추가적인 장점이 될

것이다. 또한, 선로를 따라 설치될 기지국의 위치 특성 상

하나의 기지국 셀 반경 내에 다수의 열차가 운행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 된다. 정거장에 진입/출발하는 열차의 경우나

상/하행선에서 교차하는 열차 등 하나의 기지국 셀 반경 내

에 다수의 열차가 동시에 채널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

선통신 기술들은 다중접속을 제공하면서 모든 열차에 균등

한 채널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는 VHF, TRS-ASTRO, TRS-TETRA 등 여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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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도 무선통신망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열차제어시

스템도 지상신호방식, 궤도회로기반 차상신호방식,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등 도입시기의 기술과 비용에 따라 구

축되어 있어 열차운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어 열차제

어시스템 국산화 및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도

전용 무선망이 구축되어 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증

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철도전용 무선망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

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도 무선통신기술뿐만

아니라, 국내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국외 철도에서 가장 구

축이 활발한 GSM-R, 현재 상용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 3세대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4세대 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와 WiBro(Wireless Broadband), 그

리고 GSM-R이후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철도전용 무

선망 기술인 LTE-R을 분석한다.

3.2.1 VHF 기술

국내 철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주파수 효율이

낮아 1채널(25KHz)당 20명 이상이 사용할 경우 상호 혼신

으로 통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1:1 음성위주의 통

신 기능만 제공하여 보안성, 확장성, 기능성 등에 문제가 존

재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낮은 주파수 효율성, 협소한 통

달거리, 다양한 음성통신 기능 및 보안 기능의 부재, 낮은

통화 품질, 철도 응용 데이터 서비스 기능 부재 등 기능상

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기능적 한계가 명확하지만 투자비용

측면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기술의 진화 적합성 및 기

술적 타당성을 고려하면 적용이 불가하다. 

3.2.2 TRS 기술

국내에는 고속철도 도입과 함께 2가지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FDMA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주파수 이용효율이 떨

어져 사양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속도가 낮아 데이터를 활

용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북미지역 표준으로 타 기술에

비해 기술개방성도 낮아 비용적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주파수 효율성, 데이터 서비스 제공능

력, 기술개방성 등에서 진일보한 여러 기술들이 존재함에 따

라 TRS기술은 철도전용무선통신 기술로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3.2.3 TETRA 기술

초기 유럽의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기술 검토 시 TETRA

가 대안기술로 논의되었으나, 당시 GSM보다 첨단기술이던

TETRA의 기술적 성숙도 문제, 500Km/h속도 지원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TETRA의 일부 기능을 수용하고 철

도 특유 응용기술을 적용한 형태로 GSM-R 기술의 표준화

가 추진된 바 있다[16]. 하지만 고속이동에 대한 문제는 2007

년 프랑스에서 TGV 고속시험(574.8km/h)에서 그룹통화 핸

드오버 등을 수행하였으며, ETELM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500km/h에서 원활하게 동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이

기술은 국가(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휘 무선통신

망과의 연동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기술이지만 몇 가지 이

유로 현재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기존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

TETRA로 구축되어 있고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재난대응 기

능이 가장 우수한 통신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구

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광대역 멀티미디어 재난안전통신 방

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TETRA이외의 기술

대안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논쟁 중인 상황

이다[16]. 

TETRA는 VHF, TRS-ASTRO 등 타 무선통신 기술에 비

해 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나고, 1:1, 1:n 통화뿐만 아니라 그

룹설정, 긴급통화, 우선순위 통화, 통화내용 녹음기능 등 다

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화품질도 우수하여 안전성

과 신뢰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하는 철도 무선통신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등 재난 안전무선통신

망과의 연동 등을 고려해볼 때 TETRA를 활용한 철도전용

무선망 구축대안도 유력한 기술 대안이다. 그러나 열차제어

시스템 미적용, 국외기술독점문제로 인한 국산화 한계, 이기

종간 연동시 지연발생, 고속데이터서비스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통신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타 기술 대안의

진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중하게 적용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2.4 GSM-R 기술

높은 이동성과 다중접속을 통한 채널분배, 별도의 인증과

정을 거치는 보안성의 확보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유럽공용

이동통신으로 1995년 UIC는 GSM를 유럽 철도전용 무선망

으로 채택하고, 이를 개량하고 최적화하여 각 국의 통합열

차제어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하기 위해 GSM-R 기술을 선정

하였다[18].

GSM-R은 2세대 이동전화 기술로 초기에는 음성통화를 위

주로 사용되었으며, 열차제어용으로는 2000년대 후반 독일

고속열차(ICE)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현재의 GSM-R 주파수

대역은 공용 GSM과 중첩되어 사용되고 있다. GSM-R의 특

징으로 ①높은 이동성과 소프트 핸드오프를 제공, ②시분할

접속 방식을 이용하여 다중접속이 가능, ③오랜 서비스기간

으로 안정된 성능 기대, ④유럽표준기술로 시스템 도입 시

비용이 크다. 기술적으로는 TETRA와 유사하며, 철도 무선

통신으로서의 활용가치는 높으나, 상용망 네트워크 사업자

들이 이미 GSM-R 인접 대역에서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3G)와 LTE(4G)를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서비스에 간섭이 발생되어 유럽 무선주파수

위원회에서도 주파수 간섭에 대한 현황, 문제점, 대응방안 등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런 간섭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GSM-R 진영에서는 필드 출력 증가, 기지국 추가 구축, Cab-

radio의 필터링·수신기·안테나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SM-R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철도전용 무

선망 기술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GSM 기술 대신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2G망 기술로 도입하여 주파수 분배에 어려움이 있

다. GSM-R은 Fig. 3과 같이 GSM대역(업링크 880~915MHz,

다운링크 925~960MHz)과 바로 인접한 대역(업링크 876~



이승호·김시곤

268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6권 제4호(2013년 8월)

880MHz, 다운링크 921~925MHz)을 사용하고, 일부 유럽 국

가(오스트리아, 스페인 등)는 E-GSM-R(Extended GSM-R)로

업링크 873~876MHz, 하향 918~921MHz 대역을 추가 분배

및 계획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CDMA기술은 800MHz

와 1,900M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여분의 주파수

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기술은 국내 도입이 불가능하나 우리나라가 세계 철도

시장 및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GSM-R을 대체할 만한

ETCS Level 2 이상의 열차제어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통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2.5 WCDMA 기술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세대 기반의 상용

이동통신망으로 우리나라,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 등

의 많은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철도에 특화된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WCDMA

는 멀티미디어 전송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고화질 화상 서비

스, 빠른 데이터 전송률 등이 특징이다.

철도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유럽에서는 이미 철도용으

로 GSM-R을 사용하고 있어 높은 투자비용 대비 낮은 편익

이 예상되어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즉, GSM-R이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속도 만으로도

CCTV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 트래픽을 제외한 모든 철도 응

용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유사한 트래픽 처리 능력을 가진

WCDMA에 굳이 높은 비용을 들여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

는 것이다. 철도통신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가 아니라 열차운행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장비의 수명주기가 일반 통신장비보다 길

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통신장비의 제조사들이 기술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철도에 관련된 기술, 서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기술 대안으로

는 부적절하다.

3.2.6 Wibro/WiMax 기술

이 기술은 기존에 사용되던 무선 랜 기술을 응용하여 이

동환경 속에서도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목적으로 서비스의 초점이 이동성보다는 대용량 데이터

의 전송에 있다. 이 기술은 현재까지는 최대 120~150Km/h

의 속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00km/h 이상으

로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검증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고속철도의 운행속도가 500Km/h까지 개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WiBro기술은 데이터 전송속도의

지원에 한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

부에서는 차세대 버전인 WiBro-Advanced(802.16m)의 경우

350~500 Km/h의 고속 이동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

견이 제시되고 있어[19] 향후 기술개발 진행 추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으나, 철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철도응용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WiBro는 해외수출 지원에도 부정적이다. 국내 철도전용무

선망 구축은 빠른 시간 안에 미래지향적인 기술의 확보가 필

Fig. 3 GSM/GSM-R frequencies in the 900MHz band

Table 3 Basic specifications of GSM-R 

Classification
Specification

GSM-R

Mobility Up to 500km/h

Handoff Soft handoff

Bandwidth(MHz) UL:876~915/DL:921~960

Channel spacing 200kHz

Data rate 9.6kbps

Data modulation GMSK

Coverage 3~50km

Table 4 Standards of WCDMA

Classification

mobility

Specification

Up to 500km/h

Handoff Soft Handoff, Softer Handoff

Bandwidth
UL:1920~1980MHz / 

DL:2110MHz~2170MHz

Carrier spacing 5MHz

Spectrum efficiency 5bps/Hz

Data rate vs Mobility

2Mbps at 0km/h / 384kbps at 60km/h

144kbps at 100km/h / 64kbps at 120km/h

16kbps at 160km/h

Chip rate 3.84Mcps

Data/Spread 

modulation
QPSK/ UL:QPSK, DL:BPSK

Table 5 Basic specifications of WiBro & WiMax

Classification
Specification Classification

WiBro WiMax

Mobility Up to 60km/h Up to 150km/h

Bandwidth(100MHz) 2.3GHz~2.4GHz 3.3GHz~3.4GHz

Frequency efficiency 3bps/Hz 3bps/Hz

Channel spacing 9MHz 10MHz

Data rate 3Mbps Max. up to 72Mbps

Data modulation 64-QAM 64-QAM

Duplex TDD/OFDMA
TDD, FDD/

OF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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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이를 고속철도 등과 함께 해외로 수출하여야 하는

데, 현재의 철도 무선통신시장은 GSM-R이나 진화모델인

LTE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WiBro를 이용한 국외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TETRA와

함께 재난특화용 무선망으로 검토되고 있어 재난망과의 연

계에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채택 시에는 철도전

용 특화 서비스의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 기술은 고속이동의 어려움과 세계적인 추세를 감

안하여 기술 대안으로는 부적절하지만 WiBro-Advanced 개

발 완료시 향후 추가로 기술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7 LTE/LTE-R 기술

철도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현재 사용중인 GSM-R의 EOL

(End of Life)이 빠르게 진행되고, GSM-R이 안전 및 이용

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CCTV 등을 제공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UIC에서는 2011년

부터 GSM-R의 진화 버전으로 LTE-R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하였다.

세계 각국의 제조자, 통신사, 철도기관 등은 LTE-R의 개

발에 앞서 LTE가 고속열차 환경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실제

적인 검증을 통해 LTE의 고속 이동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LTE는 GSM-R에서 구현된

기능들이 동일 계열 진화 연속선상에 있어 상대적으로 LTE-

R 기술 개발의 가능성이 용이할 것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주

파수 효율성이 뛰어나 동일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파수 소요

량이 적어 타 기술에 비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할 수도 있다.

UIC에서는 Fig. 4와 같이 LTE 표준 블록에 철도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철도전용 특화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방

법과 LTE 표준 블록과는 별개의 Layer를 추가하여 구현하

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LTE를 차세대 철도

통신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요구사항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2010년 12월 애플리케이션 정의, 단말 요구사

항, 서비스 정의, 성능 요구사항, 서비스 요구사항, 구성 관

리 목차를 가진 사용자 요구 사양 Version 1.0을 발표하였

다[20,21].

GSM-R 기술 개발경험이 없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에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또한 VHF, TRS-ASTRO, TETRA 등 다양한 기술을

LTE-R로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

고 있는 주파수 자원의 전환계획, 기지국 등 무선인프라의

재배치 또는 철거, 기존 망과의 추가적인 연동장치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차세대 철도전용 무선통신망으로 LTE-R에

주목하고, 타당성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연구에

서 타당성이 있는 결과가 도출되면 기술개발 및 검증, 표준

을 통한 시스템의 도입 및 사용실적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기술선도를 통한 국제표준으로 진행시킴으

로 인하여 철도 주변국에서 철도의 핵심국으로 이동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4 기술대안 검토결과

철도시스템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책임지는 열차제어를

위한 통신 요구사항 핵심 및 운영을 위한 철도통신의 기술

사항을 기반으로 철도전용 통신기술의 대안을 찾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3.2.1~3.2.7항에서 고속운행지원, 기능성(그룹통화, 데

이터 서비스 제공, 통화품질 등), 안전성(가용성, 등)을 기반

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상황에서의 주파

수 확보 가능성을 기반으로 검토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7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국내 철도전용 무선통신기술

대안으로는 LTE-R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

러나 LTE-R은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된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아 상용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상대

적으로 TETRA와 WiBro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앞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TETRA는 미래지향적인 측면과 철도응용 측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WiBro의 경우 철도의 접합성과 국

외진출시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Table 6 Standards of LTE/LTE-Advanced

Classification LTE(Rel.8) LTE-Adv(Rel.10)

Multi access 

method(DL/UP)

OFDMA 

/ SC-FDMA

OFDMA / N x SC-FDMA

Clustered DFT-S-OFDM, or 

OFDMA

Channel bandwidth
1.4, 3, 5, 10, 15 

20MHz
Max. 100MHz

Multi antenna

(UL/DL)

Max. 4×4 

/ Max. 1×4
Max. 8×8 / Max. 4×8

Max. transfer 

rate(DL)

300Mbps

/ 75Mbps
1Gbps / 500Mbps

Max. moving speed 350km/h 500km/h

OFDM(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xing),

SC-FDMA(Single-Carrier FDMA), OFDMA(Orthogonal FDMA)

Fig. 4 A coupling scheme between LTE standard technology and

railroa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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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선통신망 구축 정책 및 향후 추진과제

철도전용 무선망은 투자대비 높은 생산성으로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상된 철도응용 서비스를 제공

하는 미래 지향성을 갖는 모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철도전용 무선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간, 구축과 운영 주체 간, 연계이용기관 간 상생적인 협력

이 필요하고 체계적 연구개발이 마련되어야 한다. 철도망 및

국가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구축·운영과정

을 통해 국가 철도안전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

이며, 신규 철도 응용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

내 철도 안전 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

적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더불어 지능형

철도시스템 구축 계획(안)을 수립하여 2012년 10월에 발표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승객 및 첨단 철도서비스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하여 4세대형 지능형 철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

표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22]. 하지만 4세대통신의 선두역

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외에서도 논의 중인 LTE기

술을 철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개발 및 검증을 위

한 연구와 동시에 제품 개발도 진행되어야 하며, 운영 중인

철도에 적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GSM-R, ATCS, PTC 등 범국가 차원에서 철도전용 무선통

신망을 위해 배타적 독점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를 할당하여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

의하여 LTE-R 전용 주파수를 할당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

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철도가 녹색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고속화, 고밀화에 대

한 요구와 함께 유지보수의 효율화, 승객서비스 제고 등의

요구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효율

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철도전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열차제어 등 다양한 철도분야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철도시스템에서 무선통신망의 역할을 분석하고, 수

송력향상과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열차제어를 위한 무선통

신망 구축방안으로 국외의 사례 비교 및 검토를 수행하였다. 

철도전용 무선망은 유럽의 표준사양인 GSM-R이 세계적

으로 적용되거나 적용을 준비 중에 있으나,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등의 문제점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지향적인 철

도통신인 LTE-R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술

적인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형 표준 전용철도통신으로는 국

내 열차제어시스템과 결합하여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도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향

후 국제철도시장 진출 시 적용이 가능한 국제표준화를 지향

할 있는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기

술 추이에 적합하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에 대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통신기술을 철도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주파수 할당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파수

가 국가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통신사업자

들의 요구에 의한 이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국가기반산업의 활

성화를 통한 수송수단의 안전확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복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 전용 주

파수 할당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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