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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무선통신기술(WAVE)의 철도 적용을 위한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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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열차 사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고속환경에서 끊김없이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고신뢰성의 철도무선통신시

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철도무선통신은 관제사와 기관사 간의 음성 통신을 위한 열차무선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열차제어 및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통신시스템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열차무선은 Point to Point 방식인

150MHz 대역의 VHF(Very high frequency) 방식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800MHz 대역의 TRS(Trunked

radio system) 방식이 도입되어 음성통신 외에 데이터 통신도 제공하고 있다[1]. 또한, 열차제어시스템에서는 ISM 대역의

2.4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RF-CBTC 방식의 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철도용으로 할당된 18GHz 대역을 이

용하여 승강장 영상을 기관사에게 전송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열차 화상전송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운전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열차운전상태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하기 위한 무선데이터 전송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안

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무선통신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무선통신망을 통

Abstract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AVE) 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provides vehicle-

to-vehicle and vehicle-to-infrastructure communication and offers safe and convenient service, has been developed for

application to an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This paper provides field test results on a study of the feasibility

of WAVE technology application to railway communication systems. A test railway communication system based on

WAVE technology has been built along the Daebul line and a newly developed EMU. Field tests have been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function requirements for LTE - R.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railway communica-

tion system based on WAVE technology meets the functional requirements: maximum transmission length is 730m,

maximum transfer delay is 5.69ms, and maximum interruption time is 1.36s; other tests including throughput test, video

data transmission test, VoIP data test, and channel switching test also produced results that meets the functional require-

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AVE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railway communication system, enabling

Vehicle-to-Wayside communication. 

Keywords : WAVE, Railroad wireless communication, Functional requirements of railway communication

초 록 차량무선통신(WAVE)은 고속이동환경에서 차량간 통신(V2V), 차량과 인프라간 통신(V2I)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통신기술로써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에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AVE 통신기술을 철도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철도시험선에 WAVE 통신 기반의 시험용 무선통신시스

템을 구축하고 현차시험을 수행하여 철도전용 통합무선망(LTE-R)의 통신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시험

결과, 최대전송거리는 730m, 평균전송지연은 최대 5.69ms, 단절시간은 최대 1.36s로서 목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으며,

Throughput 및 영상데이터 전송, VoIP 데이터 전송, 채널 스위칭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상의 시험결과로

부터, WAVE 통신 기술이 철도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차-지상간의 안정적인 무선통신시스템 구

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차량무선통신, 철도무선통신, 철도통신 성능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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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대용량의 철도무선통신망 구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도로교통분야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의 일환으로 ‘u-Transport 기반 기술 개발 연구’와‘스마트하이

웨이 사업’등에서 이동 중인 차량과 무선통신을 위한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WAVE) 기술 개발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다[2-6]. WAVE 통신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 환경에서 차량과 차량간 통신(V2V) 및 차량과 인프라간 통신

(V2I)을 통해 연속적으로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 된 무선통신기술이다. 고속 이동환경에서 최대 이동속도

200km/h, 차량과 차량 및 차량과 인프라 간 10MHz 대역에 최대 27Mbps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하고, 최대 통신거리 1km, 통

신 지연시간 100msec 이하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WAVE 통신은 교통의 안전성, 유동성,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과 이

용자들에게 상황인식, 잠재적인 위험, 긴급한 위험 요소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통신수단으로 활용된다.

WAVE 통신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이동체에 대용량의 안정적인 무선통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철도교통분야에도 적용이 가능

하다. 철도교통 분야에 도로교통분야의 WAVE 통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ISM 대역을 사용한 열차상태감시제어시스템

및 18 GHz 대역을 사용하는 대열차화상전송장치 등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차-지상간 통신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서, 실시간 안

전정보 전송 및 다양한 승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분야에서 ITS를 구현하기위해 다양한 WAVE 관련 연구

가 진행중이지만, 철도교통의 ITS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WAVE를 철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

철도용 무선통신은 무선통신망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연에 민감한 패킷이 존재하므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통신지연과 패킷손실을 최소화하여 QoS를 보장하여야 한다. WAVE 통신은 실외용 환경에서 대역폭이 20MHz에서

10 MHz로 데이터 전송속도가 1/2이지만 통신 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규격이며, 초기 접속 시 보안에 관련

된 프로토콜을 따로 정의하여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접속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7]. 선행연구를 통해 사용

가능한 다중 채널 사용 방법과 철도 패킷들 간의 우선 순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및 CCH(Control Channel)과

SCH(Service Channel)가 교대로 사용하는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패킷 전송 방법을 제안하였고 수학적 모델링과 시뮬레이

션을 통해 철도 통신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8].

 본 논문에서는 WAVE 통신 기술을 철도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철도시험선 및 전동차에 WAVE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성능 시험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WAVE 무선기와 지향성/무지향성 안테나를 열차 및 교량

위에 설치하고, WSM 통신, IP 통신, VoIP 통신, 영상데이터 전송, Throughput 측정 및 채널 스위칭 시험의 통신 성능 평가를

통해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2. WAVE 통신 시스템

WAVE 통신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Road Side Equipment(RSE), On-Board Unit(OBU), Portable Unit,

Pedestrian Unit 장치를 통하여,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및 차량과 보행자 간의 통신을 지원한다. WAVE의 통신 프로토콜

은 MAC/PHY 계층 표준인 IEEE 802.11p와 상위 프로토콜 계층 표준인 IEEE 1609 계열 표준들로 구성되어 있다. IEEE

802.11p는 IEEE 802.11에서 고속이동환경에서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표준으로 5.9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랜이다. PHY로

는 802.11a OFDM을 사용하고 MAC은 기본 MAC에 Enhanced Distributed Channel Access (EDCA)가 추가된 형태로 우선순

위가 높은 차량이 더 빨리 채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9]. IEEE 1609를 이용하여 Vehicular 상황에서 safety관련 메시지 전

Fig. 1. Configuration of WA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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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용이하게 하고 통신단에서 멀티채널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IEEE 1609.4는 IEEE 802.11p MAC단에서 멀티채널 동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한다[10]. IEEE 1609.3은 네트워킹 서비스 관련하여 어드레싱과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한다[11].

IEEE 1609.2는 WAVE 보안 관련 규격으로 메시지 송수신할 때 안전하게 송수신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12]. IEEE 1609.1

은 상위계층인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을 제공한다[13].

WAVE는 Fig. 2와 같이 짧은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WAVE Short Message Protocol (WSMP) 계층을 지원하고 IPv6를 포함

한 IP 스택도 지원한다. Logical Link Control(LLC)가 상위에서 내려오는 패킷의 Ethertype으로 프로토콜을 구별한다.

3. WAVE 통신을 이용한 철도무선시스템 적용 방안

3.1 차-지상간 열차제어시스템 통신 성능 요구사항

지능형 철도시스템(IRIS) 프로젝트에서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를 기반으로 철도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

도 통신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연구 과제를 통해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Fig. 2. WAVE protocol stack and standard.

Table 1. Functional requirements for railroad wireless communication.

Parameter Parameter Parameter Target value

Network registration

WSMPP
DL

(RACH ~ attach complete) < 500ms
UL

IP
DL

UL

Transfer delay & 

interruption time

WSMP
DL

RTT < 500ms (99%)

Packet interruption time < 5s

UL

IP
DL

UL

User priority service Access category UL User priority assignment

RSE(AP) switching

WSMP
DL

Call delay time (99%) < 60ms
UL

IP
DL

Call delay time (99%) < 60ms
UL

VoIP

VoIP call set up Call set up delay

General operation call

 < 5s (95%), 7.5s (100%)

Emergency call < 2s (100%)

VoIP call
Successful call connection ratio Success rate > 99%

Long time of dropped call Dropped call ratio < 0.001drop/h

Throughput FTP file download
DL (Stop) DL > 11Mbps, UL > 4Mbps

(Train Operation) DL > 4Mbps, UL > 3Mbp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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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관제용 통합무선망 개발 및 연구 중에 있다[14]. 또한,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제어와 철도 운영에 필요한 무선통신의 사

용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하였다[15,16]. 이상

과 같은 LTE 기반의 철도 통신 기능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WAVE 기반 철도 통신 성능 요구사항을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

다.

3.2 시험용 WAVE 통신 시스템 환경 구축

일로~대불 간 11.25km의 대불시험선 구간 중 영산대교 위 직선구간 1km 간격으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차세대 전동차를 이용

하여 철도용 WAVE 무선기 현차 시험을 수행하였다. 철도용 WAVE 무선기 현차시험을 위해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차량용으

로 개발한 Table 2와 같은 사양과 기능을 갖는 WAVE 모뎀(차상 무선기 모뎀 1세트, 지상 무선기 2세트)와 무지향성/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시험은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통신성능 시험(지향성/ 무지향성 안테나 별),

WSM 통신, IP 통신, 영상데이터 전송 시험, VoIP 데이터 전송 시험, Throughput, 채널 스위칭 시간 측정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차용으로 개발된 WAVE 무선 장치를 차-지상간의 열차무선통신기술로써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Fig. 4와 같이 대불 시험선 차세대 전동차와 영산강 교량 위 1번 기지국과 2번 기지국을 설치하여 현차시험 환경을 구축하였

다. Fig. 5(a)와 같이 1번 기지국은 일로역에 가까운 기지국으로 무지향성 안테나와 지향성 안테나를 모두 설치하였고, Fig. 5(b)

는 1번 기지국에서 대불역 방향으로 1Km 거리에 떨어진 위치한 2번 기지국 모습으로 지향성 안테나만을 설치하였다. 기지국

에서 사용한 지향성 안테나는 좌, 우, 중앙 분리하여 설치하였고, 좌, 우 안테나의 이득은 12dB, 중앙 안테나의 이득은 8dB이

며 다수의 안테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Divider의 감쇄가 -7dB이다. 또한, 이득이 9dBi인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였다.

기지국간 네트워크는 광릴을 이용하여 구성하였고 외부에서 원격제어를 위해 설치된 LTE 모뎀과 기지국의 제어를 위한 노트북

을 연결하였다. 또한, Fig. 5(c)와 같이 열차의 지붕 위에 무지향성 안테나와 GPS 수신기를 설치하고 열차 내부의 WAVE 모뎀

에 연결하였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WAVE system.

Features Function

 · 5.850 to 5.925GHz operating frequencies 

 · 100mW maximum transmit power (@Port) 

 · EVM of 4% at 64QAM(27Mbps) 

 @Pout of 20 dBm 

 · -95dBm minimum RX sensitivity 

 · Hardware implemented IEEE 802.11p PHY and IEEE 

802.11 MAC 

 · Support WAVE standards 

 - IEEE 802.11p 

 - IEEE P1609.2 /IEEE P1609.3 /IEEE P1609.4 

 · Fast channel switching support 

 · Exclusive packet control 

 - Tx power control and datarate per packet 

 · Fully IEEE 802.11p mandatory and optional baseband modulation scheme 

 · BPSK, QPSK, 16QAM, 64QAM (supports 3, 4.5, 6, 9, 12, 18, 24, 27Mbps) 

 - Support for WSA, WSMP, IP and TA 

 · Multi channel switching using single radio or dual channel radios 

 · Support for multiple priority queues 

 · Remote application support 

Fig. 3. WAVE System on Daebul tes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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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차 시험을 통한 성능 평가

4.1 대불시험선 기지국 안테나 설치 시 고려사항

대불시험선 WAVE 기지국 안테나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1) 전력선 및 철골 구조물로 인한 전파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선로변에는 전차선 및 철골 구조물들로 인하여 5.9

GHz 대역의 직진성이 강한 WAVE 대역 신호 전달 시 감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안테나의 높이 및 위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지국의 안테나를 대불시험선 선로 옆에 바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안테

나 설치 높이는 전차선의 높이보다 낮아야 한다는 현장 제약이 있고 열차에 설치한 안테나는 바로 뒤 열차 상부에 금속 구조

물에 있어 후방에서는 가려지는 영향으로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4.2 안테나 조합별 최대 전송거리 측정시험

기지국의 최적 안테나 조합을 도출하기 위해 1번 기지국과 2번 기지국 사이를 이동하며 RSE에서는 WSM 패킷을 데이터 전

Fig. 4. Location of RSE # 1 and RSE # 2.

Fig. 5. Installation of WA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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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속도(8종) 및 패킷 길이(100, 1000, 1400Byte)를 가변하면서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송신하고 OBU에서는 패킷 수신시 로

그를 파일로 저장하며 Table 3과 같은 지향성/무지향성 안테나 조합별 PER, 최대 전송거리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최대 전송 길

이는 PER(Packet Error Rate) 10% 이하를 만족하는 최대 거리를 말한다. 기지국에 설치된 Patch 안테나는 3개의 지향성 안테

나이며, 좌우 무지향성 안테나의 각도를 90°로 세운 버전을 Np라고 정의하고 이전의 안테나를 Op라고 구분한다. Fig. 6은 안

테나 조합별 최대 전송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기지국 안테나가 지향성안테나일 때 무지향성 안테나보다 긴 전송거리를 보인다.

안테나의 다양성을 위해 두 종류의 무지향성안테나를 사용하였다.

4.3 WSM 시험

단말에서 1000Byte 길이의 WSM RTT request 패킷(길이:1000Byte, 데이터레이트: 6Mbps, 주기: 10ms, 유니캐스트)을 송신

하고 기지국에서 WSM RTT response로 응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송수신정보를 로그값으로 저장 후 추후 로그분석을 통해

Table 4의 성능 평가 항목을 측정하였다. 최초연결시간은 단말기 로그의 최초패킷수신시각-최초패킷송신시각으로 목표값은

Table 3. Assembly of on-board and road side antennas.

List RSE Antenna OBU Antenna

NpOo After tilting directional antenna Omnidirectional antenna #1 

OpOo Before tilting directional antenna Omnidirectional antenna #1

NoOo Omnidirectional antenna #2 Omnidirectional antenna #1

NoNo Omnidirectional antenna #2 Omnidirectional antenna #2

NpNo After tilting directional antenna Omnidirectional antenna #2

Fig. 6. Longest transmission length depending on antenna assembly.

Table 4. Results of WSM communication test.

Parameter

Test result (unit: ms)

Target value
Stop

1st Train 

operation

#RSE (1→2)

1st Train 

operation

#RSE (2→1)

2nd Train 

operation

#RSE (1→2)

 2nd Train 

operation

#RSE (2→1)

Network registration 11 10 11 10 11 Network registration<500 ms

Transfer 

delay

Max 6.5 89 206.5 74 191.5

RTT < 500 ms (99%)Min 4.5 4.5 4.5 4.5 4.5

AVE 5.06 4.85 5.65 5.1 5.69

Interruption time 25 342 1,358 385 586 Interruption time < 5s

User priority 

service

Background 5.12 4.95 5.97 5.37 6.01
Priority assignment

Higher 5 4.75 5.34 4.82 5.36

RSE switching - 19 25 24 36 Call delay time < 60m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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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s 이내이고, 전달지연은 단말기 로그의 (reply 패킷 내 수신시각-송신시각)/2이며 목표값은 500ms 이내, 단절시간은 단말

기 로그 중 로그가 누락된 연속된 시간 구간으로 목표값은 500ms 이내이다. 우선순위동작은 우선순위별 평균 전달지연시간 비

교, RSE 전환시간은 단말 로그에서 new RSE의 첫 reply 수신시각 - 이전 RSE의 마지막 reply 수신시각을 말하며 RSE 전환

시간의 목표값은 호지연시간이 60ms 이내로 설정하였다. 단말기는 WSM RTT request 패킷 송신 시 최상위 우선순위인 7과 최

하위우선순위인 0을 번갈아 가면서 송신한다. 최초연결시간은 최대 11ms, Fig. 7과 같이 최대 평균 전달지연시간은 5.69ms,

Fig. 8과 같이 최대 단절시간은 1.36s, RSE 전환시간은 최대 36ms로 설정한 목표 값을 만족하였다.

Fig. 7. Transfer delay (ms) by WS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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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P 통신시험

IP통신 시험은 열차 내 노트북에서 1,000 바이트 길이의 ping request 패킷을 12Mbps(이동시), 18Mbps(정지시) 및 20ms 주

기로 접속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는 대응노드(CN)들에 ping request를 송신하고 CN은 패킷 수신시 ping reply 패킷을 열차 내

노트북에 송신한다. 열차 내 노트북은 Wireshar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ing 패킷을 캡쳐하고 추후 저장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능을 측정하였다. IP통신 시험을 위해 기지국 1과 2 사이에 네트워크는 단절하였다. 최초 연결시간은 열차 내 노트북 내에서

수집된 “최초패킷수신시각-최초패킷송신시각”, 전달지연은 열차 내 노트북에서 수집된 “(reply 패킷 수집시각-request 패킷 수집

Fig. 8. Interruption time (ms) determined by WSM test.



김금비 · 류상환 · 최규형

46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4호 (2016년 8월)

시각)/2”, 단절시간은 열차 내 노트북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 reply가 폐기된 연속된 시간구간, RSE 전환시간은 열차 내 노트북

에서 수집된 “new RSE의 첫 reply 수신시각 - previous RSE의 마지막 reply 수신시각”을 말하며, 모든 시험 항목의 목표값은

WSM 시험의 목표값과 동일하다.

IP통신 시험의 결과 값은 Table 5와 같이 최초 연결시간은 최대 17.8ms, 최대 평균 전달지연시간은 5.6ms, 단절시간은 정지

시 1.0s, 이동시 최대 1ms로 목표값을 만족하였다. IP시험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열차운행방향이 하행(#RSE(1→2))일 경우에 비

해 상행(#RSE(2→1))인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AVE 안테나가 열차 앞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하행으로

갈 때에는 기지국 안테나와 차량 안테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 LOS의 확보가 용이하여 패킷 손실이 적지만, 상행으로 운행 시

에는 차체나 열차 지붕 위 구조물 등에 의해 전파간섭이 발생하여 패킷 손실이 좀 더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4.5 영상 데이터 전송 시험

HD급 영상정보가 신뢰성 있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기지국과 단말기를 WAVE 통신으로 연

결하고 공유폴더를 통하여 영상데이터를 억세스하여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전송 영상 데이터는 재생 길이가 1시간

37분 48초이고 프레임 너비는 1280, 프레임 높이 688, 데이터 속도는 2,250kbps, 총 비트 전송률은 2.714kbps, 프레임 속도는

23frame/sec이다. Fig. 9의 화면과 같이 데이터 속도 정지시 약 60초 이상, 이동시에는 통신 범위 내 지속 재생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Table 5. Results of IP communication test.

Parameter 

Test result (unit: ms)

Target value
Stop

Train Operation

1st 

#RSE 

(1→2)

1st 

#RSE 

(2→1)

2nd 

#RSE 

(1→2)

2nd

#RSE 

(2→1)

3rd 

#RSE 

(1→2)

3rd 

#RSE 

(2→1)

4th 

#RSE 

(2→1)

5th 

#RSE 

(2→1)

Network registration 0.1 4.4 5.6 0.8 6.7 12.9 6.7 5.6 17.8 < 500 ms

Transfer delay

Max 15.6 28.2 27.6 20.8 25.3 26 25.1 26.8 26.2

RTT < 500 ms (99%)Min 0.04 0.01 0.03 0.02 0.02 < 0.01 0.01 0.02 < 0.01

AVE 2.9 5.2 5.1 5.3 5.6 5 5.3 5.5 5.1

Interruption time 1016 0.05 0.03 0.06 0.07 0.03 0.03 0.03 1 Interruption time < 5s

RSE switching - 18.9 33.3 50.4 494 3.7 38.9 28.6 45.6 Call delay time < 60ms (99%)

Fig. 9. Results of video data transmis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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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VoIP 데이터 전송 시험

VoIP 데이터 전송 시험의 목표값은 차상에서 일반통화 호 접속 설정 시간이 < 5s (95%), < 7.5s (100%)으로 LTE 기반 철도

통신 기능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P2P VoIP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트북끼리 통화하는 방식으로 내부망에서만 동작하는 VoIP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호 설정

지연시간 측정, 호시도 성공률 및 장시간 통화 절단율 측정 시험 수행 결과를 Table 6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10과 같이 최대

호 설정 지연시간이 약 12ms으로 측정되었으며 총 115번의 호 접속을 시도하여 100% 접속 성공하였다. 일반 통화 장시간 접

속 테스트의 목표값(0.01drop/h)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1000시간 이상의 테스트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대불시험선 시험선 운행

시간 제약 때문에 20분간만 측정하였다. 

Fig. 10. Results of call set up delay test.

4.7 Throughput시험

Throughput 시험은 4.5절의 영상데이터 전송 시험과 동일하게 기지국과 단말기 설정을 하였으며 상향, 하향링크로 구분하여

Throughput을 측정하였다. 정지시 측정시험은 60초간 기지국 연결 노트북과 열차 내 노트북끼리 TCP 패킷을 송신하여 결과를

측정하였고 이동시 측정시험은 기지국 연결 노트북과 열차 내 노트북끼리 TCP 패킷을 송신하며 통신이 끊어질 때까지 수행하

였다. Throughput 측정 시험의 목표값은 정지시 하향링크는 > 11Mbps, 상향링크는 > 4Mbps이고, 이동시 하향링크는 > 4Mbps,

Table 6. Results of VoIP test.

Parameter Test result Target value

Call set up delay

Max 11.75 ms General operation call

 < 5s (95%), 

< 7.5s (100%)

Min 6.78 ms

AVE 7.8 ms

Successful call connection ratio 100% @ 115 try Success rate > 99%

Long time of dropped call Duration time: 20min Dropped call ratio < 0.01drop/h

Table 7. Results of throughput test.

Parameter Test result (unit: bps) Target value (unit: bps)

TCP

(Stop) DL 11.254 @ 18 M rate > 11 M

(Stop) UL 11.178 @ 18 M rate > 4 M

(Moving) DL 5.574 @ 12 M rate > 4 M

(Moving) UL 5.049 @ 12 M rate >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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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링크는 > 3Mbps로 설정하였다. Table 7과 같이 Throughput 측정 결과는 정지시 하향 링크 11.3Mbps, 상향링크 11.2Mbps

이고, 이동시 하향링크 5.6Mbps, 상향링크 5Mbps로 모두 목표값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4.8 채널 스위칭 시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Fig. 11과 같이 10MHz대역의 WAVE 채널 7개를 할

당하였다. Ch.172와 Ch.184는 Safety용이며, Ch.178은 CCH(Control Channel) 채널로 사용되고 나머지 채널들은 SCH(Service

Channel)로 사용된다. 스위칭 시험은 실내에서 총 99회 수행하였으며, 타 SCH에서 동작 중 열차방호 SCH로 전환하여 데이터

를 수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스위칭 시간을 예측하였다. 송신 모듈은 172번과 184번 채널에 동시에 WSM 패킷을

6Mbps로 5ms의 주기로 브로드캐스트하고 수신모듈이 172번 채널에서 184번 채널로 변경하여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걸리는 시

간을 측정하여 채널 스위칭 시간을 예측하였다. 시험 결과의 빈도를 분석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9와 같이 측정한 채널 스

위칭 시간의 평균값은 2.96ms으로 결과 값에는 매 5ms 간격으로 송신하는 송신 모듈의 부정확성과 송신 모듈안의 랜덤 백오

프 시간이 포함되었다. 또한, 실제 채널 스위칭 시간에는 송신 모뎀끼리의 동기화 문제와 랜덤 백오프를 통하여 추가되는 지연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 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Fig. 11. WAVE channel allocation.

5. 결 론

도로교통분야에서 개발 연구되고 있는 WAVE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대불시험선과 차세대 전동차에 철도용 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평가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안테나 조합별 최대 전송거리 측정시험을 최대전송속도에서 실시한 결과,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고 안테나 각도를 조정

할 경우 무지향성 안테나에 비해 전송거리가 최대 19%까지 증가한다. 전송속도 3 mbps에서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최

대 전송거리는 730 m로 나타났다.

(2) WSM 통신 및 IP 통신 시험 결과, 평균전달지연은 최대 5.69 ms, 단절시간은 최대 1.36 s로 나타났으며, 영상 데이터 통

신, VoIP 통신, Throughput 측정, 채널 스위칭 시험에서도 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의 통신성능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설정한

기준치를 대부분 만족하였다. 

Table 8. Frequency distribution of channel switching test results.

Parameter
Delay time (unit: ms)

Total
0 1 2 3 4 5 7 8 13 18

Frequency 11 15 22 28 12 3 2 2 3 1 99

Table 9. Results of SCH switching test.

Parameter Parameter Parameter Test result average

 SCH Switching time Channel switching Train protection channel receive 2.96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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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철도교통분야에서 WAVE 통신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열차제어 및 데이터 통신, 무선영상전송시스템 등의 철

도무선통신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철도선로에서 철골 구조물과 철도 차량이 무선통신을 방해하

는 전파 가림막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요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S.H. Kim (2013) Railroad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Construction :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and Implica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5(9), pp.1-39. 

[2]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201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Plan 2020, pp.33-49.

[3]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201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Strategy of Development, pp.18-30.

[4] J.K. Lee (2013) Smart car development trends and challenges,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 30(11),

pp. 32-38.

[5] S.G. Jo, W.B. Jung, S.J. Lee (2013) Service specifications for domestic cooperative ITS introduction,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

[6] J.K. Lee, W.B. Jung (2014) SMART highway service definition, 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 

[7] IEEE Computer Society (2007) IEEE standard for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 -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Specific requirements part 11: Wireless LAN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8] B.K. Cho, S.H. Ryu, K.B. Kim, Y.H. Kim (2015) WAVE packet transmission method for railroad WAVE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0), pp. 6604-6610. 

[9] IEEE Standards Association (2010) Wireless LAN Medium Access Control(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Amend-

ment 6: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IEEE 802.11p.

[10] IEEE Standards Association (2011)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AVE) - Multi-channel Operation, IEEE Std 1609.4.

[11] IEEE Standards Association (2010)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AVE) - Networking Services, IEEE Std 1609.3.

[12] IEEE Standards Association (2013)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 Security Services for Applications and Management

Messages, IEEE Std 1609.2.

[13] IEEE Standards Association (2006)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AVE) - Resource Manager, IEEE Std 1609.1.

[14] Y.K Kim, Y.S Song, K.H. Kim, S.H. Chang, et al. (2014) Wireless Network For Railway(LTE-R) Final Research Report, Korea Rail-

road Research Institute.

[15]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2014) Functional Requirements for LTE Based Railway Communication System,

TTAK.KO-06.0369.

[16]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2014) User Requirements for LTE Based Railway Communication System, TTAK.KO-

06.0370.

(Received 4 May 2016; Revised 8 August 2016; Accepted 13 August 2016)

Keum-Bee Kim : goldkkb@ seoultech.ac.kr 

Department of Railway Electrical&Signaling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Railwa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139-743, Korea

Sang-Hwan Ryu: shryu@krri.re.kr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76 Cheoldo bangmulgwan-ro, Uiwang-si, Gyeonggi-do, 16105, Korea

Kyu-Hyoung Choi: khchoi@seoultech.ac.kr

Department of Railway Electrical&Signaling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Railwa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139-743,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