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바이모달수송시스템연구단

E-mail : wklee@krri.re.kr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바이모달수송시스템연구단

** 길정보시스템

바이모달트램 차량인프라시스템에 관한 연구
Study on Vehicle Infra System of Bimodal Tram

이강원† 윤희택* 박영곤* 황의경**
Kang-Won Lee Hee-Taek Yoon Young-Kon Park Eui-Kyeong Hwang

ABSTRACT

This study of bimodal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tram and the tram cars bimodal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at occupies a part of the system to perform its role as a bimodal tram vehicle 
configuration, a device for the vehicle's infrastructure ryureul development and it is aimed to build on the vehicle. 
Bimodal tram vehicle infrastructure systems,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of the larger vehicles, and vehicles 
us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its own part and the integrated operations management center, or providing partial 
information from the station and collect / provide for the transfer of information to the communication part consists 
In this study, the core of these devices, the configuration of the vehicle infrastructure systems for the overall 
management and control of vehicles operating a computer's central processing device, vehicle infrastructure systems 
that make it manages and stores all jangchiryu Integrated Operations Management Center is reporting. In addition, 
seamless integration with operational management center for interactive communication in a vehicle mounted 
communications devices to maintain the best condition to manage. Current general traffic management system in 
a similar terminal device being used, but bimodal tram vehicles operating the computer of the vehicle operates the 
infrastructure to configure the devices around the one to configure the system in terms of step enhanced the active 
type, the operating terminal unit of inter active type.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future alignment of the accounting fee system, the expansion of the system reliability 
and stability around the activities that are underway. 

1. 서론

본 연구는 바이모달트램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바이모달트램 차량이 서브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구성되는 운행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차량에 적용하여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차
량운행관리시스템(VOMS : Vehicle Oper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차량
에 구성되는 인프라 장치류들은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며 이 시
스템은 차량내외부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운영관리센터에 제공하고 통합운영관리센터로부터 제공되는 정
보를 기반으로 차량운행의 안전성과 정시성 및 쾌속성을 유지하여 교통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바이모달트
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이모달트램 차량 인프라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살
펴 보기로 한다.

2. 본론
2.1 차량 인프라 시스템의 목적

본 시스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바이모달트램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차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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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차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바이모달트램 차량의 현재 위치 정보, 차
량의 운행 속도, 정거장 진입 및 이탈, 차량의 각 장치류의 상태 정보 및 차량 내외부의 영상정보, 차량 또는 
인적 돌발 상황 등을 수집하여 통합운영관리센터로 전송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바이모달트램의 
운행 노선상에서 전후 차량과의 이격 및 시격 거리, 도착 예정 정거장과의 이격 및 시격 거리, 운행 노선의 
교통 흐름 상황 및 환승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운행과 교통이용자들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차량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 부분과 정보 제공 부분 그리고 
각 장치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물론 내부 및 외부 통신망을 구성
해서 각 장치류들을 결합시키지만 일부 장치들은 각작의 고유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 이를 위해 몇가지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어 구성된다. 

2.2 차량 인프라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2.2.1 차량 인프라 시스템의 구성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류 중에서 핵심은 이들 장치들이 구성하는 차량인프라시스템의 전체적인 관리 
및 제어를 위한 중앙처리 장치인 차량운영관리컴퓨터인데 이는 차량인프라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장치류들
을 관리 및 저장하며 통합운영관리센터에 보고한다. 또한 통합운영관리센터와의 원활한 쌍방향 통신을 위하
여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통신장치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현재 일반 교통관리시스템인 BIS 
또는 BMS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단말장치가 사용되고 있으나 바이모달트램의 차량운영컴퓨터는 차량의 운행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치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에서 한단계 향상된 능동형
의 운영단말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장치류들은 차량운영관리컴퓨터를 중심
으로 그 하위단에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림 1>은 실제 시험선(경남 밀양 소재)에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1. 바이모달트램 차량 인프라 시스템 구성

위의 구성 장치들을 기능 별로 구성하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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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비고

영상정보수집
 차량 내부 및 외부 카메라로부터 영상정보 획득
 수집된 영상정보 저장
 통합운영관리센터로부터 요구시 해당 카메라 영상이나

또는 저장 영상 전송

차량상태정보
수집

 CAN 2.0,을 통한 차상컴퓨터와의 통신으로 차량 상태 정보 
수집

 차량 속도정보, 차량 출입문 개폐정보, 차량 트랜스밋숀정보
(전진, 후진)

차량위치정보
수집

 CAN 2.0 인터페이스를 통해 Frog 장치로부터 차량의 위치정
보 수집

 TM 좌표형식으로 차량 위치정보 수집
 보조 GPS로부터 차량의 위치정보 수집

각 장치류
상태정보수집

 차량 인프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정보 수집 및 제공 장
치류와 기타 인터페이스 장치류의 상태 정보 수집

기능 내용 비고
도착예정정보
제공  도착 예정인 정거장에 대한 정보 제공 운전자정보제공장치

승객정보제공장치
운행노선교통
정보제공

 운행 노선의 교통류 흐름 상태 정보 제공
 운행 노선의 기상상태 정보 제공
 운행 노선상의 돌발상황 정보 제공

운전자정보제공장치
승객정보제공장치

차량상태정보  차량 각 장치류의 상태 정보 운전자덩보제공장치

- 차량운영관리컴퓨터 : 차량운영컴퓨터
- 정보 수집 장치 : 차량 내/외부 카메라, 차상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 정보 제공 장치 : 승객 영상정보제공장치, 행선지표시기, 운전자 정보제공창치
- 기타 : 고속 무선통신 장치, 차량운영컴퓨터 제어장치

2.2.2 차량 인프라 시스템의 기능
앞에서는 차량 인프라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별 구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여기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치별로 기능을 알아본다. 일단 차량 인프라 시스템은 크게 차량운영관리컴퓨터와 정보 수집 부분, 
정보 제공 부분, 그리고 통신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2.1 차량운영관리컴퓨터의 기능
차량 인프라 시스템에서 차량운영관리컴퓨터는 관련 장치류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즉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운영관리센터로 정보를 전송하며 통합운영관리센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적
절한 장치들로 전달하여 승객 또는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이 장치의 또다른 기능은 차량 인프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장치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에 운전자 또는 통한운영관리센터로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도표 1. 차량운영관리컴퓨터의 정보 수집 내용

도표 2. 차량운영관리컴퓨터의 정보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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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차량 출입문 개폐정보
운행노선정보
제공

 전체 운행 노선 정보
 전체 운행 노선의 정거장 정보 승객정보제공장치

정보수집부분 수집정보 내용 정보수집장치
영상정보  차량의 내부영상정보

 차량의 정방 및 후방 영상정보
차량내부 카메라 (5 대)
차량외부 카메라 (2 대)

차량상태정보
 차량 속도정보
 차량의 출입문 개폐 정보
 차량 트랜스미숀 정보 (후진/전진 정보)

CAN 2.0 인터페이스
차상 컴퓨터, 자동운행장치

차량위치정보  현재 차량의 위치정보 자동운행장치, GPS

정보제공부분 제공정보 내용 정보제공장치

운전자정보제공

 차량의 내외부영상정보
 차량의 상태 정보
 차량 돌발정보
 통합운영관리센터 제공 정보
 도착예정 정거장 정보
 운행 노선의 교통 상황 및 돌발정보
 각종 돌발정보에 대한 대처 정보
 운행 노선의 기상정보

운전자정보제공장치
방송장치

승객정보제공  도착예정정보 (정거장과의 이격 및 시격) 숭객정보제공장치

2.2.2.2 정보 수집 부분
수집되는 정보는 크게 차량 내외부의 영상정보와 차량의 위치정보 그리고 차량의 상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수집장치들을 통해 수집되는 데 영상정보는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되며 차
량의 상태 정보는 CAN 2.0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상 컴퓨터 또는 차량자동운행장치로부터 수집된다. 차량의 
위치정보는 차량자동운행장치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는 기준으로 산출하며 차량이 전용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
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차량에 설치된 GPS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차
량운영관리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통합운영관리센터로 전송한다. 단 영상정
보는 항상 차량운영관리컴퓨터의 저장장치에 저장되며 운행이 끝나는 시점에 통합운영관리센터에 일괄 전송
하여 저장한다. 하지만 운행 중에도 통합운영관리센터의 요청이 있을때는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통합운영관
리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도표 3. 정보 수집 기능 및 내용

2.2.2.3 정보제공 부분
정보제공 부분은 크게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부분과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는 하드웨어 적으로 운전자정보제공장치와 승객정보제공장치로 구분되는 데 제공정보의 내용적인 측면
에서는 서로 구분되는 내용과 공통적인 내용으로 불 수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운행 상황 및 운행 상태 그리고 도착예정인 정거장 정보, 운행 노선의 
돌발정보, 차량 돌발상황에 대한 조치정보 등이다. 이용승객에게는 운행 노선에 대한 정보, 도착 예정정보 및 
교통관련 편의정보, 환승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정보는 정보제공장치인 운전자정보제공장치, 승객정보제
공장치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일부 정보는 차량에 설치된 방송장치를 통해 음성정보로 제공하기도 
한다.

도표 4. 정보 제공 기능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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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노선정보(정체 노선 및 정거장 정보)
 교통 편리 정보
 환승정보 (바이모달트램, 대중교통, 지하철 및 

전철 등)

행선지표시기
방송장치

2.2.2.4 인터페이스 부분
인터페이스 부분은 통신인터페이스로 구성되며 인터페이스되는 장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한다. 

즉 기본적으로 차량 인프라 시스템의 각 장치간의 인터페이스는 TCP/IP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하
며 이 네트워크는 차량 내부의 장치들은 결합시켜주는 내부 네트워크와 운행 중 통합운영관리센터와 연결시
켜주는 외부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내부 네트워크는 L2 Switch를 기반으로 하는 유선망으로 구성되었으며 외
부 네크워크는 바이모달트램 차량의 이동속도 등을 고려하여 무선통신망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동성(Mobility)와 통신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바이모달트램 통합운영관리시
스템에서는 IEEE802.11 b/g 기반의 UTIS 규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차량인프라 시스템의 무선통신용 장치
도 이 규격에 부합하는 통신 단말기를 채용하였다. 아래 <도표 5>와 <도표 6>은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 무
선통신 단말기(OBE : Object Bus Equipment)와 이 단말기와 통신을 하는 노선의 기지국 장치(RSE : Road 
Side Equipment)에 대한 사양이다.

도표 5. 차량 무선통신 단말기 사양
항 목 사  양 비고

주파수 범위
WAS 대역 : 5280~5320㎒
             5500~5620㎒
ISM 대역 : 5745 ~5805㎒

송신 출력 10 ㎽/㎒ 이내
지원 전송 속도 15Mbps (간섭이 없을 때)
통신 반경 500m 
변조 방식 QPSK, 16QAM with OFDM
수신 감도 -90dBm@6Mbps, -72dBm@54Mbps 
전  원 12~24V DC (PoE)
소비 전력 Typ. 10W 
환  경 -10 ~ 70 ℃

도표 6. 노선 기지국 장치 사양
항 목 사  양 비고

주파수 범위 5.725 ~ 5.825MHz
송신 출력 17dBm
지원 전송 속도 20Mbps (실효 속도)
통신 반경 10Km
변조 방식 OFDM
수신 감도 -90dBm@6Mbps, -70dBm@54Mbps 
전  원 12~24V DC (PoE)
소비 전력 Typ. 10W 
환  경 -10 ~ 70 ℃

그리고 또 다른 인터페이스로는 차상컴퓨터(VCU : Vehicle Computer Unit)와 자동운행장치를 연결시켜주
는 CAN 2.0이 있다. <그림 2>는 CAN 2.0 인터페이스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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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량 인프라 시스템의 CAN 2.0 연결 구조도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요금정산 시스템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확장 및 안정성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확
보하는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바이모달트램의 요금정산 시스템은 전용정거장을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실제 현장 적용 시에는 차량에서 요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 및 조건
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요금 정산장치와의 인터페이스 확장 및 이에 따른 정보전달의 정확성 등으로 
고려한 신뢰성 확보가 향후 진행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닌 해외 시
장을 고려한다면 구 시장의 환경에 맞는 신뢰성 확보와 그 지역의 언어 및 문화에 맞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 User Interface) 등을 고려한 확장성을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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