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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기반 철도통합망(LTE-R)과 재난통신망(PS-LTE)의 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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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교통이 발달된 유럽은 1980년대부터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에 무선의 철도 적용 가능성 연구를 기반으로 2004년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통신방식을 유럽열차제어시스템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에 적용하여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다. 도시철도는 무인운전을 목적으로 Wi-Fi 기술을 이용한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시스템이 북미

를 중심으로 열차제어시스템에 적용되었다[1]. 국내의 철도무선통신은 VHF(Very High Frequency)와 UHF(Ultra High

Frequency)를 이용하여 운영 및 관제간의 단순한 통신 고유 기능만을 주로 실행하였다[2]. 이러한 기능은 2004년 고속철도에

TRS(Trunked Radio Service) 방식이 도입되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일부 채널을 임대, 적용하였지만[3],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열차제어에는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철도 교통의 현대화와 지능화의 필수조건인 철도통합무선망의 필요성을

통해 2004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검토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4]. 이는 2010년부터 철도 관련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철도

전용 주파수 확보의 타당성과 논리는 물론 국내에서 세계 선도가 가능한 미래지향적 통신방식 LTE를 기반으로[5], 철도통합무

Abstract Due to the evolution of wireless communications technology, Long Term Evolution (LTE), which is a 4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system, has been adopted as a railway communications system. This LTE Railway

(LTE-R) system is composed of various elemental functions, which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public safety and wire-

less communications for train control. Research on the public safety functions of railway communications have their

roots in TRS based national public safety communication systems, and research on wireless communications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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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first analyzes the requirements for developing public safety technology in LTE-R, and compares those require-

ments with the functions of public safety LTE (PS-LTE), which is being deploy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ommon and specific functions of LTE-R and PS-LTE, we con-

clude that there is little problem in integrating LTE-R and PS-LTE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ality. Second, this

paper provides a comparison of the LTE-R requirements for the Quality of Service (QoS) with those of GSM-R utilized

by the ETCS. This offers a guideline to allow LTE-R to be applied to a 500km/h trai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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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통신기능은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운영자간의 통신 기능과 열차제어를 위한 데이터 전송 기능으로

분류된다. 관련 기술은 2004년 영업 운전을 시작한 유럽의 GSM-R이 가장 대표적인 철도통신 기술로 주어진다. 국내

의 경우, 국가재난망에서 임대한 TRS가 철도 운영자간의 통신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열차제어용 데이터 통신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4년 국내의 LTE 기술을 이용한 LTE-R의 개발이 세계 최초로 철도에 적

용하여 성능 검증 및 국내 표준 제정에 성공하였다. 이를 응용한 LTE 기반의 국가재난안전망(PS-LTE)도 2016년 시

범구축사업이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본 논문은 철도통신의 핵심인 LTE-R의 통신기능과 데이터 전송 기

능을 PS-LTE와 GSM-R의 기능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LTE-R의 데이터 전송 기능이 GSM-R의 기능보다

우수함은 물론 철도통신기술은 PS-LTE의 요구 기능도 대부분 만족함을 시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주요어 : 철도통신, 재난안전망, LTE-R, PS-LTE, 열차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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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였다[6]. 또한 LTE를 이용한 철도통신 기능 분석과 성능 입증을 위한 LTE

기반 시험망 구축을 2010년부터 착수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철도공사 영업선인 대불선과 호남선에서 2014년 완

료하였다[7,8]. 그 결과, LTE의 철도무선통신 활용의 적용성이 확인되고, 열차제어용 데이터 전송 기능 지표인 서비스 품질

(QoS: Quality of Service)의 도출과 영업선 시운전 시험 및 성능 검증을 통해 LTE-R은 기존의 통신방식에 비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9]. 특히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국외의

TRS를 이용하여 일부 기관에서 망을 구축하였다[10]. 그러나 해외 기술 의존 및 기술낙후성 등으로 2010년까지 통합망 구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2011년 이후에는 국내 기술인 WiBro가 재난안전통신망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검토되었다[11].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의 세계선도 미래지향적 통신기술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이 확정됨으로서, 본 연구결과인

LTE-R(LTE-Railway)을 이용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기능 검증을 통해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PS-LTE: Public Safety-LTE)의

구축을 공식화하였다[12-14].

본 논문은 세계 최초로 철도 영업선에 적용, 검증된 LTE-R과 PS-LTE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이는 향후 LTE-R과 PS-LTE의

연계는 물론 본 연구에서 시험, 검증된 열차제어용 데이터 통신의 필수조건인 QoS를 제안함으로서 다중 통신을 이용하는 현재

의 철도통신을 단일 통신으로 통합할 수 있음을 기능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연구은 2014년 개발 검증이 완료된 LTE-R 시험망

의 성능검증 시험 결과를 통해 증명하였다. 관련 자료는 향후 철도교통 전반의 지능화 및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에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철도통합무선망(LTE-R) 요구사항

2.1 LTE-R 시험망 구축

철도무선통신 기능은 철도재난안전기능을 중심으로 관제, 운영 및 유지보수 종사자간 음성통신을 목적으로 VHF, UHF, TRS

와 같은 다중 통신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철도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VHF로 관제, 운영 및 유지보수 및 기관사간

의 음성통신을 무전기와 같은 Point-to-Point 방식으로 실시하지만 많은 음영지역으로 인한 통신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단점

을 갖는다[15]. 고속철도는 일반선 통과구간의 VHF 및 고속선 구간의 TRS-Astro(서울-대구 구간)와 TRS-Tetra(대구-부산구간)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이는 각각의 구간 통과시 통신방식의 절체를 실시하며, 관련 주파수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2]. 이러한 철도무선통신에 대한 초기 연구는 열차제어용 데이터 전송 기술 개발에 부수적으로 추진되

었지만[16], 실시간 진단, 감시를 통한 예방유지보수 중심의 IT 인프라로 부각되면서 LTE의 철도 도입이 확정되었다[1]. 관련

기술 개발은 주파수 할당에 의존함으로서 철도에 특화된 LTE 기술을 의미하는 LTE-R을 정의한 후[6], 표 1의 2.6GHz와

700MHz 시험주파수를 활용하여 철도공사의 대불선과 호남선에서 그림 1과 같이 LTE-R 시험망을 구축하여 LTE-R 관련 연구

를 추진하였다[7].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은 LTE-R 시험망의 최적화 및 성능 검증 이후[7], 이를 이용한 무인운전 시험을 실시하였다[16]. 시험 결

과는 200m 간격으로 설치된 Wi-Fi의 AP(Access Point) 거리를 LTE를 이용하여 최소 1km 이상으로 확장하였음에도 열차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열차제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조

건인 QoS 설정을 위한 연구[17]와 고용량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LTE-R 단일망으로 구현하기 위한 증속 및 영업선 성능 검

증을 필요로 하였다[18]. 이를 위해 추가적인 LTE-R 시험망을 철도공사의 호남선 54km 구간에 그림 1(b)와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1(b)는 그림 1(a)가 2.6GHz을 적용한데 비해 700MHz을 적용하여 시험망을 구축하였다. 이는 LTE의 가장 높은 주파수 대

Table 1. Characteristics of LTE-R test frequency.

Category Daebul line Honam line PS-LTE

Testing stations approved 2012.08.31 2013.07.23 2014.11.14

Type of radio station Practical test stations Practical test stations Practical test stations

Bandwidth(MHz)
Up link : 2552 ~ 2557

Down link : 2672 ~ 2677

 Up link : 777 ~ 782 

 Down link : 751 ~ 756

 Up link : 718 ~ 728 

 Down link : 773 ~ 783

Propagation format 5M00D7W 5M00D7W 5M00D7W

Antenna power(W) 20W 20W 20W

Communication method LTE-FDD LTE-FDD LTE-F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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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2.6GHz에서 가장 낮은 대역 700MHz까지 주파수에 관계없이 철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연

구됨으로서 LTE 방식은 주파수에 관계없이 철도통신에의 적용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그림 1(a)의 12km 시험선 구간과

그림 1(b)의 54km 구간은 독립적인 무선 특성 시험 이후, 2014년 단일 제어센터를 통해 2.6GHz와 700MHz을 자동으로 동시

에 제어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였다[19]. 이는 향후 철도통신의 이중화 및 백업 무선망 활용을 위한 중요한 결과로, 철도무선

망의 문제 발생시에 타 무선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안전한 열차제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그림

1(b)의 LTE-R 영업선 시험망은 재난안전통신망에서도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난안전통신망과의 통합망 구

성을 위한 기술 검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0]. 

2.2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

VHF, UHF 및 TRS를 적용한 기존의 철도무선통신 기능은 음성 통화 기반으로 구성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LTE을 적용한

차세대 철도통합무선망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는 기존의 음성통화 기능은 물론 4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큰 특징인 멀티미디

어 기능, 영상통화 기능, 및 고용량 데이터의 고속전송 기능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철도무선통신의 기능이 공공재난안전망

의 주파수와 관련 기능을 임대, 사용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2011년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안전행정부의 공공재난

안전망의 고시 기능을 만족하도록 관련 항목을 검토하였다[21]. 즉 현재 철도통신에서 사용중인 TRS의 기능이 대부분 안전행

정부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철도 관련 기능은 아래와 같이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 ① ~ ⑤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능(안)에 대한 성능 검증은 그림 1을 통해 실시하였다. 시험 항목, 시험 절차, 검증 시나리오 및 시험 평가 기준은

2011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공공재난안전망 검증을 위해 제시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기능 검증은 공공성 확보

Fig. 1. Deployment of LT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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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TTA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실시하였다[22].

① 생존/신뢰성

 · 필수조건 : 통신기능을 극한 상황(낙뢰, 정전 등)에서도 유지해야 하고, 장애 시 응급복구가 신속하고 용이해야 한다.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운행 중에도 통신이 가능토록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 필수항목 : 단말 이동성, 호폭주 대처

 · 부가항목 : 통화품질, 백업, 복원

② 안전대응성

 · 필수조건 : 열차 운행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열차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통화

(상황전파·지령·보고 등)가 필요할 경우 즉시 통화를 보장해야 한다.

 · 필수항목 : 개별통화, 그룹통화, 지역선택 호출, 통화그룹편성, 가로채기, 비상통화, 단말기 위치확인

 · 부가항목 : 영상통화, 주변음 청취, 복수 통화그룹 수신

③ 보안성

 · 필수조건 : 통화내용이 도·감청 등으로 누출되어 철도운행과 안전관리에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승인된 사

용자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필수항목 : 단말기 사용허가 및 금지, 암호화, 인증, 보안규격, 통합보안관제

 · 부가항목 : 개방형/표준 준수, 호 연결, 망 연동

④ 운영/효율성

 · 필수조건 : 통신망의 용이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용자 수용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 서

비스를 넓은 영역에서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신망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필수항목 : 상황전파 메시지, 가입자 용량 확보

 · 부가항목 : 다자간 전이중통화, 열차제어데이터 통신, 통화내용 녹음/녹화, 발신 번호(ID)표시, 원격 망관리, 망관리 시스템,

보고서 생성, 통화용량 확장, 광대역/통화권 확보, 주파수 다중화

⑤ 망이중화

 · 필수조건 : 신뢰성을 요구 하는 철도 통합무선망은 망 이중화와 단말기 이중화로 안전도를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필수항목 : 기지국 이중화, 단말기 이중화

 · 부가항목 : 없음

2.3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무선을 적용한 유럽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은 1995년부터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ETCS에서 350km/h 속도까지 열차제어를

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GSM-R을 2000년대에 개발함에 따라, 열차제어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철도통신의 서비스 품

질(QoS: Quality of Service)를 제시하였다[23-28]. 이는 열차 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의 핵심인 열차제어시스템에서 끊김없이 안

정적으로 열차제어용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철도통신의 필수 요구사항으로 주어지며, 본 논문에서도 LTE-R을 열차제어

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 기능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LTE-R은 반드시 GSM-R의 QoS를 무조건 만족해야

한다는 우선적인 전제조건하에 그림 1의 시험망을 통해 기능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2세대 이동통신인 GSM-R과 4세대 이

동통신인 LTE-R의 성능지수는 통신방식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주어짐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표 2의 GSM-R 성능 지수를 LTE-

Table 2.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GSM-R.

QoS parameter GSM-R

Connection establishment delay of mobile originated calls < 10s (99%)

Connection establishment failure probability 0.01

Maximum end-to-end delay 500ms (99%)

Data rate(voice) 9.6kb/s

Connection loss late < 0.01/h

Maximum break during handover 500ms

Network registration time ≤ 40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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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에 적합하도록 표 3과 같이 변환하였다. 특히 고속열차 최고속도와 열차의 운행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350km/h를 기준으로 한 GSM-R의 QoS보다 더 빠른 열차 속도를 만족하는 LTE-R의 QoS로 구성하였다. 

3. 공공재난안전망(PS-LTE)

공공재난안전망의 구성 목적은 구조, 구급, 치안 등 평시에는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데에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기능은 생존/신뢰성, 재난

대응성, 보안성, 운영/효율성, 상호운영성을 중심으로 2011년에 발표된 기능에 LTE를 고려하여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관련 기

능을 제시하였다. 이를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의 ① ~ ⑤ 항목과 비교,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 생존/신뢰성의 경우; 직접통화와 단독기지국 운영모드가 PS-LTE에서는 중요한 기능으로 주어진데 비해, LTE-R의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 ①에서는 관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주어진다. 또한 PS-LTE의 이중화 항목이

단지 부가기능으로 주어진 반면, LTE-R에서는 고속 운행 열차의 안전 개념상 망 이중화는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 ⑤로 분

류하여 필수 기능으로 강조하였다.

· 안전대응성의 경우;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 ②는 PS-LTE에서 재난대응성으로 변경되며, 관련 내용은 동일하게 주어진다.

· 보안성의 경우;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 ③은 PS-LTE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단지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 ③은 부가항목

으로 개방형/표준 준수, 호 연결, 망 연동이 추가된 형태로 주어진 반면, PS-LTE는 상호운영성의 부가항목으로 주어진다. 

· 운영/효율성의 경우;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 ④는 PS-LTE가 구조, 구급, 치안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함으로서 일반적인 데이

터 통신으로 제시된데 비해, LTE-R은 철도로 한정되어 데이터를 사용한다. 

4. LTE-R 시험망을 이용한 기능 검증 시험

4.1 검증 방법, 기준 및 절차

본 논문의 성능 검증 방법, 기준 및 절차는 LTE 관련 철도통신 기준이 전세계에 전무함에 따라 2011년 TTA의 공공재난망

검증 문서를 기반으로 LTE-R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였다[22]. LTE-R 통신망 및 단말 장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현재 사용중

인 LTE 범용 장비의 기준을 이용하여 LTE-R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요구사항을 보완하였다. 특히 LTE-R의 추가 기능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해야 할 요소 기술과 장비 설계시의 S/W 보완을 통해 LTE-R 기능 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LTE-R은

H/W, S/W, IMS 서버 및 eNB, EPC, 단말 등 각종 장비가 철도통신기능과 상호 연계됨으로서 최소한의 안정화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LTE-R 기능에 대한 성능 평가는 열차제어용 데이터 전송 기능과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을 포함한 철도 서비스,

열차제어의 무결성, 안정성, 음성, 영상 및 데이터 측면의 QoS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18]. 이는 표 2와 표 3의 GSM-R 특

성이 LTE-R의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 ① ~ ⑤ 항목을 종합적으로 만족하는지 여부가 포괄적으로 판단되며, 상세 기능 시험 항

목은 표 4와 같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성능 검증으로 주어진다. 검증기준에 있어서 철도통신의 정보 전송 주기는 비주기성

Background 트래픽과 주기성 실시간 트래픽 별로 서로 다른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음성통신 기준은 전송률 또는 지연시간

과 같은 기존의 기준보다는 Application 레벨 기준인 호 접속 및 호 절단률로 LTE-R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영상통신 기준도 음

Table 3. QoS parameter values for GSM-R.

Performance index(LTE) Value for GSM-R

Call attachment success rate 99.99%

Call attachment time 3.0sec

Transmission completing rate 99.99%

Call dropping probability 0.01%

 Transmission success rate(idle => active) 99.99%

Reception success rate(idle => active) 99.99%

Intra eNB handover success rate(Ping) 99.99%

 Handover latency 2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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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통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짐에 따라 기본적으로 LTE-R 영상통신 Application 레벨 기준을 적용하였다. 특히 영상은 높은 전

송률을 요구함에 따라 FTP(File Transfer Protocol) throughput과 같은 통신 기준을 사용하였다. 열차제어의 데이터 전송 기준은

전송률은 작지만 실시간의 전송 주기 특성에 의해 지연 시간은 ping을 통한 Round Trip Time delay 기준을 560ms보다 작게

설정하였다. 이는 Up Link + Down Link가 560ms 이하인 GSM-R의 ETCS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시되었다. 이를 기반으

로 한 성능시험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은 시험절차 및 성능기준 ① ~ ⑪ 항목으로 주어진다[29,30]. 

① Network Registration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Modem-on 후 Attach 과정 수행, 시험 횟수 : 100회 이상

 · 검증기준 : < 10s (100%) [*GSM-R의 경우, ≤ 40s (100%)]

② Signal level 측정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해당 루트에 대해 차상/휴대 단말의 signal level을 일정 시간 주기(0.1s ~ 1s) 로 측정

 · 검증기준 : RSRP 95% 값 : (차상) > -95dBm,(휴대) > -106dBm, [*GSM-R의 경우, 신호 : -95dBm]

③ 일반 통화 호 접속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차상/휴대 단말에서 일반 통화 호 접속 후 5~10초 동안 호를 유지하고 끊음

 (시험 횟수 : 500회 이상)

 · 검증기준 : 접속 성공률 > 99%, 설정 시간 분포 < 7.5s (100%), [*GSM-R의 경우, ≤10s (100%)]

④ 일반 통화 장시간 접속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차상/휴대 단말에서 해당 루트를 돌면서 일반 통화 호를 연결한 상태로 유지

 (시험 시간 : 100h 이상)

 · 검증기준 : 절단율 < 0.01drop/h, HO 지연 시간 (99%) < 60ms, [*GSM-R의 경우, < 500ms, HO 성공률 : > 99%]

⑤ 긴급 통화 호 접속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차상/휴대 단말에서 긴급 통화 접속 후 5~10초 동안 호를 유지하고 끊음

 (시험 횟수 : 300회 이상)

 · 검증기준 : 접속 성공률 > 99%, 설정 시간 분포 < 2s (100%)

⑥ PTT 호 접속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차상/휴대 단말에서 PTT 호 접속 후 5~10초 동안 호를 유지하고 끊음

 (시험 횟수 : 300회 이상)

 · 검증기준 : 접속 성공률 > 99%, 설정 시간 분포 < 7.5s (100%)

⑦ 다자간 통화 호 접속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휴대 단말에서 다자간 통화 호 접속 후 5~10초 동안 호를 유지하고 끊음

 (시험 횟수 : 300회 이상)

 · 검증기준 : 접속 성공률 > 99%, 설정 시간 분포 < 7.5s (100%), [*GSM-R의 경우, ≤10s (100%)]

⑧ FTP data 전송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차상/휴대 단말에서 FTP 서버에 접속하여 50MB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10MB 파일을 업로드 수

행(시험 횟수 : 다운/업 각 100회 이상)

 · 검증기준 : Throughput : (정지 DL) > 11M (T), 3M (P), (정지 UL) > 4M (T), 2M (P), 

(이동 DL) > 4M (T), 2M (P), (이동 UL) > 3M (T), 1M (P)

⑨ Video call 호 접속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휴대 단말에서 Video call 호 접속 후 5~10초 동안 호를 유지하고 끊음

 (시험 횟수 : 300회 이상)

 · 검증기준 : 접속 성공률 < 7.5s (100%), [*GSM-R의 경우, ≤10s (100%)]

⑩ SMS 송수신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차상/휴대 단말에서 단문 SMS를 송신하고 수신여부 확인(시험 횟수 : 300회 이상)

 · 검증기준 : 송신 성공률 : 100%, 수신 성공률 : 100%

⑪ ping data 전송

 · 시험절차 및 시험횟수 : 차상에서 특정 서버에 6000 byte ping을 500ms 마다 전송(시험 횟수 : 10000회 이상)

 · 검증기준 : RTT 분포 < 500ms (99%), ping 절단 시간 < 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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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시험에 사용된 핸드오버의 시작 조건, 시험 환경 정보, 핸드오버 수행 절차 및 수행 여부는 단말이나 기지국 등의 로

그를 통해 확인하였다. 시험절차 및 성능기준 ① ~ ⑪ 항목은 참고문헌[22]의 상세한 검증 절차를 통해 기능 검증 시험을 실시

하였다. 한 예로, 임의의 지령장치(No 2006)에서 임의의 휴대용 단말기(No 3014)를 개별 호출하여 음성통화 관련 기능의 성능

검증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제사의 GUI 화면에 전화 아이콘 클릭후, 개별 통화하려는 휴대용 단말기(승무원)의 식별번호 ‘3014‘번을 입력한 다음

 아이콘 클릭하여 전화가 걸리는지 확인한다(그림 2a).

· 휴대용 단말기에 통화 착신음이 발생하며 화면에 “2006 전화수신중..”이란 메시지가 표시되며 휴대용 단말기 하단의 Accept

버튼을 눌러 통화가 연결되는지 확인한다(그림 2a)

· 휴대용 단말기는 통화가 연결되고, “2006 통화중..”이란 메시지가 표시되면 5~10초 동안 통화하여 통화 연결 유무를 확인

한다(그림 2a).

· 지령장치의 관제사 GUI 화면에  아이콘 클릭하여 통화가 종료됨을 확인한다.

· 휴대용 단말장치는 관제사와의 통화가 종료됨을 확인한다(그림 2b).

4.2 성능 검증 결과

철도공사의 호남선 영업선 LTE-R 시험망에서의 철도통신 기능에 대한 성능 검증은 철도통신 재난안전기능과 열차제어용 데

이터 전송 기능으로 분류하여 실행하였다. 철도통신의 재난안전기능의 성능 시험은 표 2에서 제시된 항목에 대해 시험절차 및

성능기준 ① ~ ⑪ 항목을 적용하여 2014년 3월에 완료하였다. PS-LTE에 대한 재난망 기능 검증은 2014년 7월 LTE-R을 이용

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LTE-R과 PS-LTE의 기능 검증 시험은 모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TTA와 ETRI에서 주관

하였다. 

Fig. 2. Example of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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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formance test results for PS-LTE and LTE-R.

PS-LTE performance test (based on LTE-R function)
Verification by TTA 

and ETRI

Name Section Functional requirements Demo Test type Result

Survivability 

and 

reliability

Mandatory

①Direct communication/Mobile relay 1) Direct communication, 2) Mobile relay - - ×

②Mobility 3) ~ 5) Mobility 1~3 ○ Field test ○

③Call congestion avoidance 6) Call congestion avoidance ○ Field test ○

Optional

④Isolated operation 7) Isolated operation - - ×

⑤Dualization/transmission media  

management

8) Dualization, 

9) Transmission media management
Document ○

⑥Call quality 10) Call quality ○ Field test ○

⑦Backup and recovery 11) Backup and recovery Document ○

Coping with 

public 

safety

Mandatory

⑧One-to-one call 12) ~ 13) One-to-one call1 1~2 ○ Field test ○

⑨Group call 14) ~ 16) Group call 1 ~ 3 ○ Field test ○

⑩Location dependent addressing 17) ~ 18) Location dependent addressing1~2 ○ Field test ○

⑪Group affiliation 19) ~ 22) Group affiliation 1~4 ○ Field test ○

⑫Pre-emption 23) Pre-emption ○ Field test ○

⑬Emergency call 24) Emergency call ○ Field test ○

⑭Mobile positioning 25) Mobile positioning ○ Field test ○

Optional

⑮Video call 26) ~ 28) Video call 1~3 ○ Field test ○

Surrounding noise recording 29) Surrounding noise recording ○ Field test ○

Multiple group call reception 30) Multiple group call reception ○ Field test ○

Security Mandatory

Terminal admission control 31) Terminal admission control ○ Field test ○

Encryption 32) Encryption Document ○

Authentication 33) Authentication Document ○

Security specification 34) Security specification Document ○

Integrated security control 35) Integrated security control Document ○

Inter-

operability
Optional

Open standard compliance 36) Open standard compliance Document ○

Call connectivity 37) ~ 38) Call connectivity 1~2 Document ○

Network inter-operability 39) Network inter-operability Document ○

Efficient 

management

Mandatory
Situation notice message 40) ~ 44) Situation notice message 1~4 ○ Field test ○

Subscriber capacity 44) Subscriber capacity Document ○

Optional

Conference call 45) ~ 46) Conference call 1~2 ○ Field test ○

Data communication 47) ~ 48) Data communication 1~2 ○ Field test ○

Call recording
49) ~ 50) voice call recording 1~2

51) ~ 52) video call recording 1~2
○ Field test ○

Originating number indication 53) ~ 54) Originating number indication 1~2 ○ Field test ○

Remote network management
55) Remote network management 1 ○ Field test ○

56) Remote network management 2 Document ○

Network management system 57) Network management system Document ○

Report establishment 58) Report establishment Document ○

Call capacity extension 59) Call capacity extension Document ○

Broadband call coverage
60) Broadband call coverage Document ○

61) Broadband transceiving technology Document ○

Frequency dualization 62) Frequency dualization Document ○

Multimedia Optional

Group member position indication 63) Group member position indication ○ Field test ○

Emergency conference call 64) Emergency conference call ○ Field test ○

Mobile CCTV 65) Mobile CCTV ○ Field test ○

Public safety component position  

indication
66) Public safety component position indication ○ Field test ○

Multimedia-based emergency  

situation riposte

67) Emergency situation riposte based on 

multimedia
○ Field test ○

LTE-R Public Safety Functions (Supplementary)
Obtained an official 

certification in 2014

Name Section Functional requirements Demo Test type Result

Coping with 

public 

safety

Additional 

railway 

functionss 

Video streaming 1) Video streaming ○ Field test ○

Voice broadcasting 2) Voice broadcasting ○ Field test ○

Functional addressing for trains 3) Functional addressing for trains Document ○

Location dependent addressing for 

trains
4) Location dependent addressing for trains Document ○

Control emergency call 5) Control emergency call ○ Field te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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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사용된 열차는 200km/h급 틸팅 열차로 최대속도 164km/h로 약 10,000km를 운행하며 항목별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시험 항목은 시험절차 및 성능기준 ① ~ ⑪ 항목에서 제시된 것처럼 10,000회 이상의 검증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약 1년간의 시험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기서 기능에 대한 검증은 현장시험 검증과 서류 검증으로 분류된다. 현장시험 검증은

호남선 LTE-R 시험망을 이용한 기능검증을 의미한다. 서류 검증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험망에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

해야만 가능한 항목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서류를 통해 검증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PS-LTE의 직접통화/단말기 중계와 단

독기지국 운용모드는 PS-LTE의 기능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LTE-R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으로 현재 3GPP 국제표준에서

도 관련 항목은 표준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LTE-R은 철도 환경에 필요한 차량 영상전송, 차량 음성방송, 열차번호 활용 호

처리, 열차위치기반 호처리, 관제 비상통화와 같은 추가 항목을 필요로 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기능 검증을 추가로 실시

하였다. 

열차제어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기능에 대한 성능 검증은 표 2와 표 3의 유럽 ETCS GSM-R의 QoS를 만족 하는지에 대한 시

험과 이를 기반으로 LTE-R의 QoS와 성능 요구사항 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능 시험 결과, GSM-R의 QoS를

만족하면서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한 LTE-R의 QoS를 표 5와 표 6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5는 GSM-R 기준값과 본 논문에서

검증된 LTE-R 변수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LTE-R은 GSM-R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분히 만족함은 물론 대부분

의 파라미터는 GSM-R에 비해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6은 GSM-R 기준값, 상용망의 LTE 기준값과 본

논문의 LTE-R 기준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 LTE 상용망은 전송 완료율 및 절단률이 LTE 상용망 사업자마다 기준이 상

이함을 확인하였다. 표 6에서도 GSM-R 기준값은 LTE-R에서 쉽게 만족하며, 대부분의 기준값은 GSM-R 기준값에 비해 우수

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 6의 호 접속 시간과 Handover Latency는 LTE보다는 GSM-R에서 긴 시간을 요구

하지만, LTE 상용망은 GSM-R 성능 기준의 대부분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열차제어용 데이터 전송 기능에 LTE

상용망은 안정적인 통신과 끊김없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증 결과로 주

어진다.

5. 결 론

본 논문은 2014년 개발 완료된 LTE-R의 기능에 대한 검증시험 결과를 PS-LTE와 GSM-R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5.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LTE-R.

QoS parameter GSM-R LTE-R

Connection establishment delay of mobile originated calls < 10s (99%) < 2.5s (100%)

Connection establishment failure probability 0.01 0.01

Maximum end-to-end delay 500ms (99%) 250ms (99%)

Data rate(voice) 9.6kb/s 23.85kb/s

Connection loss late < 0.01/h < 0.01/h

Maximum break during handover 500ms 60ms

Network registration time ≤  40s (100%) 10s (100%)

Table 6. QoS parameter values for LTE-R.

Performance index(LTE) Value for GSM-R Value for LTE Value for LTE-R

call attachment success rate 99.99% 98% 99.99%

call attachment time 3.0sec 1.5sec 1.5sec

Transmission completing rate 99.99% 98% 99.9%

Call dropping probability 0.01% 2% 0.01%

Transmission success rate(idle => active) 99.99% 98% 99.99%

Reception success rate(idle => active) 99.99% 98% 99.99%

Intra eNB handover success rate(Ping) 99.99% 98% 99.99%

Handover latency 200ms 50ms 5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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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R의 성능 검증 시험은 2.6GHz와 700MHz 시험주파수를 적용하여 철도공사의 영업선인 대불선 및 호남선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로 LTE-R의 기능은 주파수에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며, PS-LTE의 기능으로도 대부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본 논문에서 확인된 이러한 기능은 2014년 10월 TTA의 국내 표준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관련 연구 결과는 2014년 12월 고

시된 PS-LTE 주파수를 사용한 부산교통공사, 김포도시철도, 원주-강릉선의 RFP에 표준으로 채택되어 LTE-R을 구축 중에 있다.

두 번째로 LTE-R의 데이터 전송 기능 특성인 QoS는 기본적으로 GSM-R의 QoS를 만족함은 물론 성능측면에서 더욱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세 번째로는 LTE 상용망을 철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열차제어용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끊김없는 정보전송을 보

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본 논문의 QoS 비교,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3GPP에서 진행중인 PS-LTE의 국

제표준이 확정되면, LTE-R과 PS-LTE의 기능이 대부분 동일하게 주어짐에 따라 LTE-R과 PS-LTE의 통합은 본 논문에서 검증

된 LTE-R의 연구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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