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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서론

철도차량에서 사용되는 차상컴퓨터제어장치는 실시간으로 열차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태현

시 및 기록 열차제어 운전자 및 유지보수 지원기능들을 담당하는 열차의 핵심장치 중 하나이, ,

다 게다가 최근에는 차상에 설치되는 각종 전자장비 신호장치 열차보호장치 멀티미디어 등. ( , , )

에 대해 높은 신뢰성과 빠른 통신 속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열차 통신 네트,

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비롯하여 산업 각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인

및 에 대해 알아보고 철도차량용 통신네트워크의 요구조건인Sensorbus, Devicebus Fieldbus ,

실시간 통신 기능 내고장성 설계 전송 데이터 집적도 이상기후 진동 자기장 등 환경에 대한, , , ･ ･
저항성 및 차량 배치 변화 운행모드 변경 등 초기화에 대한 자동인식과 유지 보수성 등에 대･
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철도차량에서 통신네트워크의 사용상의 장점과 향후 통신.

네트워크의 기술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추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계 철도차량의 통신네트워크의 기술동

향을 파악하여 향후 전라 호남선 고속열차 설계시 보다 진보된 차량의 통신네트워크 설계자, ･
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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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산업용 네트워크의 분류

철도차량을 비롯하여 각 산업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디바이스의 형

태에 따라 및Sensorbus, Devicebus

로 분류된다Fieldbus .

는Sensorbus CIM(Computer Integrated

의 가장 하부에 취부되는Manufacturing)

센서 액츄레이터 솔레노이드와 같은 개, ,

별 부품으로부터의 단순한 신호이on/off

며 는 압력센서나 가변저항으, Devicebus

로부터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

받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는 계. Fieldbus

기류나 모터제어와 같이 서로 다른 주기

를 가지는 상호간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

어지는 통신망을 말한다.

와 는 입출력 동Sensorbus Devicebus

작중 어느 한 가지만 담당하지만,

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센서류Fieldbus

와 제어기를 한 쌍의 케이블로 연결하여

디지털 쌍방향 전송을 하는 것이 특징이

다 따라서 각 기기에 있는 센서의 유지.

보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원격으로 센서,

의 옵셋이나 이득조정이 가능하다.

각종 신호 표준은 공압 으로(3~15psi)

부터 시작하여 아날로그 신호(4~20mA)

로 변천했으며 최근에는 전류, 4~20mA

루프를 사용한 디지털 HART(Highway

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들 신호는 제어장치와 일대일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

통신만 가능하고 으로 접속하기가 어려워 사실상의 표준을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multi-drop .

는 순수하게 디지털 신호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로 전송시 발생되었던 종전의Fieldbus 4~20mA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에서는 시.

스템의 내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중요시하고 있어 의 도입은 철도차량의 성능을 향상, , Fieldbus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2. 철도차량 통신네트워크의 기술동향

2.2.1. 국내

국내 철도차량분야에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니터링장치의 도입은 년대 초에 본격적으로1990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히 차량에 설치된 주요장치의 고장 현시 및 기록을 위해서 속도기록계.

및 다수의 고장표시 등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이후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열차의 상태현시 및 고장기록을 할 수 있는 열차정보장치 가 도(TIS; Train Information System)

입되어 지하철 각 노선에 적용되었다.

표 디바이스에 따른 네트워크의 특징1



년 중반부터는 열차의 안정성과 편1990

의성 및 신속하고 쾌적한 승객수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의 추진제동시스템,․
신호보완 시스템 승객 서비스장치 차체 전, ,

기장치 등이 컴퓨터화 되어감에 따라 이들

장치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

는 열차진단제어장치(TCMS; Train

가 새롭게Control & Monitoring System)

도입되었다 의 도입은 계전기 로직에 의존하던 종전의 설계기술을 프로그램으로 대신하는. TCMS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컴퓨터 및 통신네트워크 기술의 진보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2. 해외

표 과 같이 해외 철도시스템은 통신기3 ‘

반열차제어시스템(CBTC; Communication

으로 작동될 수 있Based Train Control)’

는 프로토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열차를.

원격조작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술CBTC

은 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가까운 운전시격으로 열

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은 표정.

속도를 증가시켜 시간당 역에 더 많은 열

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차,

량 당 좌석수를 줄일 수 있어 덜 복잡해진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ERTMS/

ETCS(European Rail Traffic Manage-

ment System / European Train Control

와System) EVC(European Vital Computer)

등은 대부분 네트워크에 기반을Fieldbus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차량에 적용된 네, TGV

트워크는 년대 초반에 에서 개발한1980 GE

MAP(Manufacturing Automation Protocol)에

기초한 Tornad*(Token-Ring Network

라Alstom Device) 는 방식을Token-Ring

채택하고 있다 이 프로토콜의 장점은. bus

구조로 트위스트 쉴드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통신설비 구축이 빠르다.

따라서 각 차량내 통신설비의 작동을 라우

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성을 도

모한다 또한 방식을 사용하므로. token bus

접근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통(access) ,

구 분 호선5 호선6 호선7&8

제작사 Adtranz Melco Toshiba

통신명신 IVDC ArcNet SL-NET

속 도 153kbps 2.5Mbps 2Mbps

전송신호 12Vp-p 16Vp-p 5Vp-p

토폴로지 Multi-drop bus Bi-direction ring Multi-drop bus

프로토콜 Polling/Selecting Token-passing Polling/Selecting

통신매체 Shiielded twisted wire pair

표 2 국내 호선별 네트워크 주요사양 비교

표 3 해외 철도시스템 통신프로토콜



신설비를 구성하는 각 컴퓨터가 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구성요소의 고장이 발생하여도 통신이point

가능하다 통신 설비는 물리적인 설비나 조작실수 시에도 신뢰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독일의 차량은 동력차의 진단제어를 담당하는 와 객차의 진단제어ICE ZSG(Train Control Unit)

를 담당하는 로 구성되어 있다ZEUS(Central Acquisition, Monitoring and Control Equipment) .

주 통신 네트워크로는 의 을 사용하며 로컬 통신 네트워크로는500kbps Dual Fiber Optic ,

의 시리얼 통신을 사용한다 특히 의 경우 동력차의 는4,800bps . ICE3 , CCU(Central Control Unit)

컴퓨터와 단일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개발된 를 사용하며 통신네트워크는 국제표준인32bit SIBAS ,

을 채택하고 있다TCN .

차세대 전송기술의 하나인 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철도차량 분야에Fieldbus

서도 와IEC(International Electrical Commission) UIC(Union Internationale des Chemins de

위원으로 구성된 에서는 차량내Fer, International Railways Union) Working Group 22 (WG22)

의 부속 기기인 추진 제동 서비스 기기 및 출입문 제어 혹은 차량간의 프로그램밍이 가능한 기기, ,

들을 연결하기 위한 을 정의하고 표준안을 년에TCN(Train Communication Network) 1999 IEC

로 표준화 하였다 에 대한 표준화는 주로 유럽의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체인61375 . TCN Adtranz,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는 초기에 북미와 일본에서 사AEG, Siemens, Firema, HOLEC .

용하고 있는 과 치열한 경합이 있었으나 결국 이들 모두 표준화에 포함시켜LonWorks, Arcnet ,

으로 표준화를 발표하였다IEEE-1473 .

2.3. 철도차량 통신네트워크의 요구조건

실시간 통신 기능①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 실시간 제어 신호 알람 등과 같은 상태 변수들은 수 수십, , ~

단위로 주기적인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응답시간도 매우 짧아야 함과 동ms ,

시에 최대 전송시간을 어떠한 여건 과부하 상태나 단위 고장상태 등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 .

내고장성 설계②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 네트워크상의 연결장애나 단락 또는 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장비들의 고장에 의해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하여야 한다.

전송 데이터 집적도③

차량 제어기기와 기술의 발전 차량 내 장치들의 수 증가 그리고 제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

이나 진단 승객 정보서비스 등의 통신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빠,

르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송속도가 빨라야 함은 물론이고 전송효율.

이 높아야 한다.

이상기후 진동 자기장 등 환경에 대한 저항성, ,④

운행중인 고속전철은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물리적 진동과 높은 전류의 흐름에 따른 자기장

이 발생하며 사계절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주위 온도의 변화가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도 전송에 지장을 받지 않는 통신네트워크가 요구된다 이는 전.

송매체의 선택 연결 커넥터 기술 신뢰성 에러검사 기술 등과 연관되어 있다, , , .

차량 배치 변화 운행모드 변경 등 초기화에 대한 자동인식과 유지 보수성,⑤

고속전철의 승객 수용에 따른 차량 수효의 증대나 감소 고장이나 서비스를 위한 차량 배치,

의 변화 또는 여러 운행모드 변경에도 통신네트워크 시스템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수정,

이나 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의 변화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상대적 주소. ,

를 인식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간 통신과 차량내 통신을 분리.

하는 계층적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hierarchical) .



2.4. 철도차량에서 통신네트워크의 사용상의 장점

철도차량과 같이 복잡한 중앙집중제어 시스템에서는 배선 비용의 저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

다 과거에는 중앙집중제어방식으로 열차가 설계되었지만 차량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고 센싱 포인.

트가 증가됨에 따라 각 차량에 탑재된 차량기기들과 센서 및 액츄레이터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해

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를 채용하게 되면 분산제어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Fieldbus

있다 이는 배선 수가 줄어 여러 장치들의 결합작업을 줄이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 ,

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디지털 통신기술에 의한 필드기기의 원격진단과 교정 오퍼레이터의 부하경,

감 및 제어 정보를 에 실을 수 있으므로 이제까지의 열차제어시스템의 모습을 크게 바꾸Fieldbus

는 필드 변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의 도입으로 인해 운전실 및 각 차량의 배전반 설. Fieldbus

비가 적어지고 유지보수 빈도도 적어진다 뿐만 아니라 제어기능을 각 필드기기에 부여함으로써, .

어느 한 장소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장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시스템 운용 측면에서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2.5. 향후 철도차량용 통신네트워크 방향

향후 세계 철도시스템은 통신기반열차제어시스템, (CBTC; Communication Based Train

유럽철도관리시스템 철도위성Control), (ERTMS; 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 System),

통신시스템 및 차상컴퓨터제어장치(GSM-R; Railway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System)

등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OBCS; On-Board Computer System) ,

내의 경우에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과 국가 재난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인 테트라(DMB)

가 전라호남선 고속열차 사업제안요청서 에 공고되었고 고속선로와 기존선로를 병(TETRA) (RFP) ,․
행으로 운행하기 위한 사업이 유럽의 를 따르도록 되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ERTMS

어있어 보다 복잡한 통신망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결론

철도차량과 같이 수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시스템에서는 신뢰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내고장성.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메시지를 차량의 기기에 전달하는 동안에 전송로의 단락 또는 이상현상이. ,

발생되더라도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해야 한다 열차의 추.

진장치 및 제동장치와 같이 실시간 통신이 보장되어야 하는 네트워크에서는 통신선과 를hardwire

병행하는 기술도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량의 기기들이 중앙집중식에서.

분산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전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등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툴을 이용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까지는 의 일종인 이 철도차량에 폭넓게 운영되고 있지Fieldbus TCN(IEEE 1473)

않지만 앞으로 보급을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철도차량 부품 개발업체 뿐만 아니라 수요처에서도,

기술의 흐름을 조기에 인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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