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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R 기술을 적용한 입환진로표시기 무선제어시스템 연구

A Study on the Wireless Control System for the Shunting Route Indicator 

Applied with LTE-R technology

서 기 범*․임 철 후**․이 광 희*․어 성 욱*․정 왕 국†

(Ki-Bum Suh․Chul-Hoo Im․Kwang-Hee Lee․Seong-Wook Oa․Wang-Kuk Joeng)

Abstract – The railway has recently been expanded with the phase of the future transportation. Accordingly, using the new 

technologies such as smart devices and LTE-R, the needs for reducing operational costs and improving passenger services 

have emerged. To realize these needs, the government is pushing to build the dedicated wireless network for the railway 

systems. In this paper, the shunting route indicator was selected for this study because it has the best effect for the wireless 

system removed lots of wired cables. And the wireless shunting route indicator applied with LTE-R technology was developed 

to replace the current wired control system. The functional goal(the wireless control function applied LTE-R), the performance 

goal(less than 300ms for transferring the control information), and the reliability goal(over the 100,000 hours for MTBF) were 

set, and these goals were achieved and demonstrated through the test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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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도 교통은 대도시 광역화로 인한 교통 심화의 분산과 

에너지 친화적인 이점에 따른 미래 효율적인 녹색 교통수단으로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1]. 국내 ․외의 철도가 선진화되면서 멀티

미디어 등을 이용한 승객 서비스 제고와 IoT,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효율적인 유지보수의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2]. 이런 시

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철도전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무선열차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3]. 정부에서는 2014년 12월 통합 공공망 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LTE-R(Long Term Evolution-Railway) 기반 

철도 무선통신망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철도 및 고속철

도를 위한 무선 열차제어시스템의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

가적 차원에서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연구 개발을 위해 철도 전용 

무선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실증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준

비를 완료하였다[5].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 LTE-R 기반 철도무선망이 구축되었

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분야에서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지역에 재난망이 구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

을 통해 철도 환경에 무선통신과 빠르게 융합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열차제어에 국한되고 있다[6]. 열차 제어 기

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 신호설비들에 대한 무선화

도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철도신호장치의 핵심적인 장비들로는 열차위치검지장치, 고장

폐색장치 및 열차속도검지장치 등이 신호제어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철도 신호설비는 각 장치와 설비들을 유선 케이블

로 연결하고 있다. 유선 케이블은 주변 고압선에 전기적인 영향

을 받거나 절연이 파괴되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

한 지반 변형, 침수, 동물, 케이블 노후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장

애를 유발 할 수 있다[6]. 철도 시스템의 장애는 인명사고와 연

결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장애 원인 중 대표적인 장애 발생원인 

중 하나인 유선케이블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유선통신

을 무선통신으로 대체함으로써 유선 케이블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장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유선케이블 설비를 설치

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기 비용(포설 및 매립 작업 등)과 유지 보

수(1년에 1회 이상 절연, 저항 측정 등)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또는 기존 유선케이블과는 다르게 간편

해질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닌다.

입환진로표시기는 열차에게 입환되는 진로를 표시하는 장치로

써, 제어를 위해 최대 32개의 유선 제어신호선이 지상에 포설되

어야한다. 유선 제어신호선이 가장 많은 입환진로표시기를 대표

적인 지상제어설비를 선정하여 LTE-R 기술을 적용한 무선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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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입환진로표시기 무선제어시스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wireless control system for Shunting 

Route Display

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시스템에 대하여 세 가지 개발 목표 성

능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기능 목표는 LTE-R 기반 무선 제어기

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능 목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TTA) 규격에 따른 300msec 이내에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것

이다. TTA에서는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에서 열차제어정보 전송 지연시간을 300msec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7]. 세 번째, 신뢰성 분석은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가 100,000 시간 이상이 되는지 검증한다. 고속선 전자연

동장치 개발을 위한 전국신호사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연동장치의 

MTBF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약 100,000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8], 지상제어설비중 하나인 입환진로표시기에도 동일하

게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세 가지 검증 목표를 

고려하여, LTE-R 무선기술을 적용한 입환진로 표시기 제어시스

템의 설계, 구현, 시험 및 검증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2. 입환진로표시기 무선제어시스템 개발

2.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입환진로표시기 무선제어 시스템은 지상

신호설비 중 제어신호선이 가장 많은 입환진로표시기를 대상으로 

무선통신 기능을 융합한 시스템이다. 구현한 시스템은 1.2절에 기

술한 바와 같이 철도에서 장애 발생원인 중 대표적 원인 중 하

나인 유선케이블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비용 절감에 큰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은 구현한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며, 무선 입환진로표

시기(SRD : Shunting Route Display), 제어신호변환장치(CSTD: 

Control Signal Transform Device), 무선데이터 수집장치

(WDAD: Wireless Data Acquisition Device)로 구성되어 있다. 

무선 입환진로표시기와 제어신호변환장치는 무선통신장치(WC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를 포함하고 있다.

무선 입환진로표시기는 수신된 무선데이터를 제어신호로 변환

하고 지상신호장치로 출력하기 위한 신호출력장치를 포함한다. 

제어신호변환장치는 전자연동장치가 출력하는 제어신호를 무선으

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환한다. 무선데이터 수집장치는 수

행되는 모든 정보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2 시스템 구현

2.2.1 무선 입환진로표시기 구현

기존에 설치된 입환진로표시는 DC 24V 제어신호를 신호제어

회선을 통하여 데이터는 송  수신한다[9]. 

그림 2 기존 입환진로표시기와 구현된 무선 입환진로표시기

Fig. 2 Configuration of the existing Shuning Route Display 

and the wireless Shunting Route Display

그림 2는 기존 입환진로표시기와 구현된 무선 입환기로표시기 

내부 구조도이며, 무선 입환진로표시기는 신호제어회선을 제거하

고 무선으로 통신하므로 기존 입환진로표시기 내부의 데이터 입

력부를 제거하고 무선통신장치의 제어출력신호를 제어부에 직접 

연결한다. 무선통신장치는 수신한 무선 제어 데이터를 5V 제어신

호로 변환한 후 제어부에 출력한다. 무선 입환진로표시기의 하드

웨어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System

(Board Name)
Description

SRD 출력보드

SRD_WCD가 수신한 제어 데이터를 제어부

(CPU)에 DC 5V로 출력하고 제어 출력정보

를 다시 SRD_WCD로 되돌려 줌

SRD_WCD

AT91SAM9x25-EK

SRD_WCD_AT01SAM9x25-CM 보드의 외부 

입출력 포트를 위한 확장 보드

SRD_WCD

AT91SAM9x25-CM

CSTD_WCD 장치로부터 무선으로 연결되며, 

제어 데이터를 수신받아 SRD 출력보드에 전

송. SRD 출력보드를 통해 제어된 결과를 

CSTD_WCD에 전송

표    1 무선 입환진로표시기 하드웨어 구성

Table 1 Configuration of the hardware about SRD (Shunting 

Route Display)

2.2.2 제어신호변환장치 구현

 제어신호변환장치는 전자연동장치로부터 출력된 제어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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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변환한다. 무선통신 장치는 변환되어 제어신호 데이터

를 선로변의 입환진로표시기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 

입환진로표시기는 표시하는 진로의 수만큼 제어신호케이블이 포

설되어 전자연동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즉, 제어하고자 하는 진로 

표시에 할당된 제어신호케이블을 통하여 개별 신호를 인가하여 

제어기능을 수행하였다. 제어신호변환장치는 제어신호케이블을 통

해 입력되던 DC24V의 제어신호를 무선으로 수신하고 0과 1의 

Digital 데이터로 변환한다.

그림 3은 기존의 인터페이스와 본 논문에 구현한 무선화 인터

페이스 구성을 도식화하고 있다.

기존 인터페이스(그림 3의 좌측)는 최대 32개의 제어신호케이

블을 내포할 수 있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무선 입환진로표

시기(그림 3의 우측)는 제어신호케이블을 제거하고 철도 전용 

LTE를 사용함으로써 제어신호케이블이 내포하고 있는 단점을 보

안하였다. 

제어신호변환장치의 하드웨어 구성은 표 2와 같다.

그림 3 기존인터페이스(좌)와 무선화 인터페이스(우)

Fig. 3 Existing interface(left) and wireless interface (right)

System

(Board Name)
Description

CSTD_BASE Board

CSTD_DI 보드와 CSTD_POWER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받고, DI 보드와 외부 단자대를 연

결하여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CSTD_DI Board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DC 24V 전압을 검지하

여 0과 1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그 정보를 시

리얼을 통해 외부로 전송

CSTD_POWER
외부로부터 공급된 24V 전원을 CSTD_DI 보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CSTD_DI보드에 제공

CSTD_SMPS
AC 220V의 입력을 DC24V로 변환하여 하부장

치(CSTD_POWER 모듈)들에 전원을 공급

CSTD_WCD

AT91SAM9x5-EK

CSTD_WCD_AT91SAM9x25-CM 보드의 외부 

입출력 포트를 위한 확장 보드

CSTD_WCD

AT91SAM9x25-CM

CSTD_DI 보드와 시리얼로 통신하고 SRD 내

부의 WCD 장치와 무선으로 통신하며, WCD장

치와 무선으로 통신하며 WDAD와 무선 또는 

유선으로 통신하는 장치.

표    2 제어신호변환장치 하드웨어 구성

Table 2 Configuration of the hardware about CSTD (Control 

Signal Transform Device)

2.2.3 무선 데이터 수집장치 구현

무선 데이터 수집장치는 무선 입환진로표시기 상태, 주기적 제

어, 인터페이스 장치 제어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며 GUI를 통하

여 사용자에게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기능으로 제공된다. 무선 

데이터 수집장치는 2.2.2절의 제어신호변환장치의 구성인 무선통

신장치로부터 데이터 수신받는다. 무선데이터 수집장치가 수집하

는 데이터의 내용은 표 3에 기술하였다.

item Description

Common 

Info.

 Status of LTE-R Module(Rx, Tx Power)

 Occurrence time of Event

SRD 

Info.

 output Control Data Info.

 Return info. about output control data

 Received control data info.

CSTD Info.
 input control data info.

 control data transformation info.

표    3 무선 데이터 수집장치로 전송하는 정보

Table 3 Information sent to the wireless data acquisition 

devices

2.4 운행설비 보호방안 구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는 전자연동장치는 

역 구내에서의 열차 진로를 제어하는 핵심 장치이다. 따라서 구

현된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어떠한 장애라도 연동장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3단계에 걸쳐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 1단계 : 내부 고 전압 발생에 의한 외부 영향이 없도록 휴즈 

단자대 적용

• 2단계 : 제어신호 변환장치 내에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분선반에 전기적 영향을 차단

• 3단계 : D/I 카드에 보호용 소자 사용 및 광 절연을 위한 포

토커플러 적용

3. 검증 및 시험

구현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번의 시

험을 걸쳐 기능 및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신뢰성분석을 시

행하였다. 

 3.1 구현된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무선 입환진로표시기, 제어신호

변환장치, 무선데이터 수집장치로서, 각 장치에 대한 상세 구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선 입환진로표시기의 무선통신장치는 현장의 지상제어장치

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철도 전원 설계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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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 검증 시험

Fig. 7 Functional verification test with the simulator

Item 내용

WCD(CSTD) CSTD 연결

WCD(CSTD) CSTD 연결관리_패킷 요청

WCD(CSTD) CSTD 연결관리_패킷 수신

WCD(CSTD) CSTD 연결관리_통신 장애

WCD(CSTD) CSTD 정보처리

WCD(CSTD) WCD(SRD) 통신 장애 처리

WCD(CSTD) WCD(SRD) 연결

WCD(CSTD) WCD(SRD) 연결관리_링크확인

WCD(CSTD) WCD(SRD) 연결관리_주기적 상태 확인

WCD(CSTD) WCD(SRD) 연결관리_제어데이터 송신

WCD(SRD) 링크확인의 요청 처리

WCD(SRD)
이벤트 제어데이터 및 주기적 제어데이터 상태의 요

청 처리

WCD(SRD) 무선통신장애 시 제어이벤트 정보를 자체 저장

WCD(SRD) SRD 제어 출력

WCD(SRD) 연동장치 제어후 SRD 표시까지 300ms이내에 제어

표    4 기능 검증 시험 항목(15개)

Table 4 Functional verification test items(15 each)

동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 전력의 CPU를 사용하였으며, 외부에 

LTE-R 모뎀을 장착하였으며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무선통신장치가 삽입된 입환진로표시기

Fig. 4 Shunting route Display inserted with the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Description

D/I Card

① Main Power 
Device

②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③ Power Module

④ Digital Input 
Card

⑤ 19 inch Sub 
rack

그림 5 제어신호변환장치(좌)와 디지털 입력카드(우)

Fig. 5 Control signal transform device(left) and digital input 

card(right)

그림 5의 좌측 그림은 제어신호변환장치이며 메인 보드를 의

미하는 MainPower Device, 무선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전원을 공급하는 Power Module, 데이

터를 수신하는 Digital Input Card(그림 5 우측 그림)와 19 inch 

Sub rack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은 무선데이터 수집 장치로써 신호기계실이나 선로 변

에 있는 무선통신장치와 통신하며, 무선 통신 상태와 다양하게 

인터페이스하고 있는 설비의 제어 상태 등을 수집하여 관리한다. 

그림 6 무선데이터 수집장치(좌)와 감시화면(우)

Fig. 6 Wireless data acquisition device(left) and monitoring 

screen(right)

3.2 기능검증 시험

제시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검증 시험을 시행하였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 검증 시험을 위하여 그림 7과 같은 

환경을 구성하였다. 무선통신장치가 탑재된 입환진로표시기 1대

와 무선 입환진로표시기 시뮬레이터 4대, 제어신호변환장치, 무선

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였다. 시험 내용은 시스템 요구사항 및 

관련규격 분석을 통한 기능 시험 15 항목에 대해서 시험하였다.

시험 항목은 구현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무선 입환진로표시

기(SRD)과 제어신호변환장치(CSTD)의 무선 통신 기능과 통신 상

태의 수집에 관련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시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는 크게 제어신호변환장치

(CSTD)의 기능과 무선입환진로표시기(SRD)로 구분하여 기술하였

다. WCD(Wireless Communication Device)는 무선통신장치를 의

미하며, 제어신호변환장치와 무선입환진로표시기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통신장치 기능을 시험하고 두 장치간의 제어 신호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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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설치 모습(좌)과 설치된 모습(우)

Fig. 9 Site installation view(left) and completed installation 

view (right)

회차
제어신호전송

(Hour:Min:Sec-ms)

제어결과수신

(Hour:Min:Sec-ms)

차이시간

(ms)

1 15:06:55-741 15:06:55-904 163

2 15:32:50-774 15:32:50-930 156

3 15:33:02-196 15:33:02-358 162

4 11:17:47-194 11:17:47-333 139

5 11:18:25-612 11:18:25-818 206

6 11:32:23-997 11:32:24-153 156

7 13:23:23-985 13:23:24-181 196

8 13:23:43-575 13:23:43-772 197

9 13:30:01-091 13:30:01-240 149

10 14:21:36-630 14:21:36-835 205

average 172.9

표    5 성능 시험 결과

Table 5 Result of the performance test

item 설 명

우선 순위 

1

Relex Architect 2008 tool을 사용한 Telcordia Issue 2 

부품 수 방법(Parts Count Method)에 의한 고장률 데이

터를 사용

우선 순위 

2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행한 MIL - HDBK-217F 부품 

수 방법에 의한 고장률 데이터를 사용. 분석은 60% 신뢰

도, 55℃ 사용온도, 그리고 환경조건은 Ground Benign 

조건을 가정

표    6 고장률 예측 우선 순위

Table 6 Order of priority of failure rate

결과를 확인하였다.

3.3 성능검증 현장 시험

현장에서의 성능 시험을 위하여 나주역 신호기계실 내의 전자

연동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입환진로표시기를 이용하였다. 무선 

입환진로표시기의 성능 검증은 구현된 시스템과 기존 사용 중인 

입환진로기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8은 나주역 현장시험 구

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8 현장시험 구성도

Fig. 8 Configuration diagram of the field test

시험은 총 34일간 일별, 주별로 연동시험을 진행하였다. 27L호

(시험에 사용한 입환진로표시기)가 설치된 위치는 입환이 하루에 

2회 발생한다. 1회 입환 시 진로제어 및 진로 취소로 2회 진로제

어가 발생하므로 총 136회의 동적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136회의 

동적시험 중 무작위로 10회를 추출하여 동작 성능을 확인하였다.

입환지로표시기는 열차 진입 전 입환진로의 구성이 완료되고, 

이후 진로표시가 표출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무선 입환진로표시기의 경우 제어 후 결

과 표출까지 최대 206ms, 최소 139ms, 평균 172.9ms 가 소요되

었다.

그림 9는 나주역 27L호 입환진로표시기에 구현된 시스템을 설

치한 현장 모습이며, 표 5는 136회의 동적 실험 중에서 추출된 

10개의 성능 시험 결과로써 제서신호를 전송하기 시작한 시각과 

제어 결과를 수신하여 표출한 시각, 두 시각의 차이를 기술하였

으며, 현장에서도 제어신호가 무선으로 송  수신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3.4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은 제품의 수명 또는 고장률을 평가하기 위한 시

험으로, 개발.제조과정에서 신뢰성 향상, 평가, 보증을 위해 실시

하는 시험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의미한다.[10] 철도 관련 장비 

및 제품들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분석이 

중요시되고 있다. 신뢰성 분석은 각 하드웨어 모듈의 고장률을 

예측하여 시스템의 수명을 분석하며, 각 하드웨어의 고장률은 모

듈을 구성하는 부품의 고장률과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

뢰성 예측 도구 Relex Architect 2008을 사용하였으며, 부품의 

고장률 예측 방법은 Telcordia Issue 2, Parts Count 기법을 사

용한 이론적 계산법을 사용하였다. 

신뢰성예측을 위해 사용한 고장률은 부품제조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제조사의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전기학회논문지 66권 1호 2017년 1월

234

표 6과 같은 우선순위로 고장률을 예측하였다.

그림 10은 신뢰성을 분석을 하기 위해 시스템을 Break down

한 도식도이다. 무선 입환진로표시기는 CSTD, SRD로 구성되며 

각각 서브 모듈들을 내포하고 있다. 신뢰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Calculation Parameter로 표 7과 같은 환경 조건이 반영되었다.

그림 10 시스템 브레이크 다운

Fig. 10 System break down

표 7 신뢰성 분석을 위한 CSTD와 SRD의 Calculation 

Parameter

Table 7 The calculation parameter of CSTD and SRD for 

Reliability analysis

item CSTD SRD

Operation 

Temperature
45℃ 55℃

Environment, 

Telcordia

GB,GC-Ground 

Benign, Controlled

GF, GU-Ground 

Fixed, Uncontrolled

Environment, 

Dormant
Ground Ground

Duty Cycle 100.00 100.00

신뢰성 예측 과정은 다음 그림 11과 같으며 신뢰성 분석 결과

는 시스템이나 부품의 고장 사이의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로 결정된다. 

그림 11 신뢰성 예측 과정

Fig. 11 The process of Reliability predictive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분류구조(LBS)를 도출하여 무선 입환진

로표시기를 두개의 RBD(Reliability Block Diagram)로 표현하였다. 

LBS는 시스템의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분석을 위해 기능 및 물리적 구조와 구성을 파악하며 RBD는 기

능정의 및 분류를 통해 하부 장치를 수준별로 분류한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각각 CSTD 시스템 분류 구조와 SRD 

시스템 분류구조를 표현하며, SRD와 CSTD는 직렬 결함 모델로 

정의한다. 직렬 결함 모델은 두 장치의 기능 중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고장으로 정의한다. 고장률 예측을 위한 수식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2 CSTD RBD

Fig. 12 CSTD RBD

그림 13 SRD RBD

Fig. 13 SRD RBD

그림 14 고장률 예측을 위한 수식

Fig. 14 The expression for failure rate predictive

Sub 

System

LRU

(Module)
Q'ty

Failure 

rate(FITs)

(Per 1 unit)

MTBF(Hours)

(Per 1 unit)

CSTD

CSTD_BASE Board 1 240.552 4,115,710

CSTD_DI Board 8 10187.538 98,159

CSTD_POWER 1 1685.498 593,296

CSTD_SMPS 1 1800.684 555,344

CSTD_WCD_ 

AT91SAM9X25-EK
1 4579.187 218,379

CSTD_WCD_ 

AT91SAM9X25-CM
1 869.896 1,149,562

SRD

SRD 출력 Board 1 2433.056 411,005

SRD_WCD_ 

AT91SAM9X25-EK
1 11220.476 89,112

SRD_WCD_ 

AT91SAM9X25-CM
1 1936.319 516,443

표    8 신뢰성 예측 결과

Table 8 Reliability prediction results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결과는 

표 8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선 전자연동장치 운용 전국신호사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연동장치의 MTBF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인 

100,000 시간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나[8], CSTD_DI 

Board와 상용 보드인 SRD_WCD_AT91 SAM9X25-EK 보드는 

MTBF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MTBF 100,0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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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뜻은 평균 무고장 시간이 100,000시간 이하라는 것을 의미

한다. 하기와 같은 결과는 그림 15와 같이 신뢰성 예측 툴인 

Relex Architecture 2008에서 도출한 결과이다. MTBF를 만족하

지 못한 상용 부품인 SRD_WCD_AT91SAM9X25-EK의 경우 범

용 보드로서 고장률을 높인 주요 단위부품들이 본 시스템에서 사

용되지 않는 시리얼 트랜시버들이나 AC/DC 컨버터들이다. 이는 

향후 본 시스템에 맞도록 최적화 작업을 통해 MTBF 목표에 맞

도록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15 Relex Architecture 2008을 이용한 MTBF 측정 예

Fig. 15 The example of measuring MTBF using Relex 

Architecture 2008

4. 결  론

본 논문에는 유선 케이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선 통신을 무선 통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철도 지상 설비 중 제어신호선을 최대 32개까지 사

용하는 설비인 입환지로표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LTE-R 적용한 

무선 입환진로표시기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

의 검증 목표는 LTE-R 기반 무선 제어기능 수행, 300msec 이내 

제어정보 전송, MTBF가 100,000 시간 이상인 시스템을 구현하

는 것이다.

구현된 시스템의 시험을 위하여 기능시험을 위한 시뮬레이터

를 통한 시험, 성능시험을 위한 현장 시험, 그리고 신뢰성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LTE-R 기반 무선

제어 기능시험을 통해 입환진로표시기의 무선제어 기능이 수행됨

을 확인하였다. 무선데이터 수집장치를 통해 연결된 입환진로표

시기의 통신상태, 동작상태 등을 원격 모니터링하여 LTE-R 기반 

무선화 기능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 무선제어 신호전송에 대한 

최대 지연시간(제어신호 송신부터 수신까지의 소요시간)은 

206ms 이내임을 확인하였으며, TTA 규격의 300ms 규격을 만족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신뢰성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구

성품의 MTBF가 신뢰성 목표 시간인 100,000시간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제어신호 변환장치의 CSTD_DI 보드와 입환진로표

시기의 SRD_WCD 보드는 목표 시간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되었

다. CSTD_DI와 SRD_WCD는 철도신호 전용장치가 아닌 일반 상

용 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계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향후 열차에 대한 무선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상신호설

비들에 대한 무선통신 융합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와 같은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입환진로표시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상신호설비들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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