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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럽에서는 철도분야에 관한 기술을 국제표준화 및 규격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열차제어시스템의 경우 ERTMS/ETCS를 개발하여 유럽표준은 물론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 철도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도전용 무선통신망(LTE-R)을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LTE-R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

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방향성에 관해 논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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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럽의 철도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로의 활발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철도관련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철도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열차제어시스템의 경우 국내 경부선,
호남선, 경춘선, 전라선에 유럽표준열차제어
시스템(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이 도입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ETCS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스템요
구사항(System Requirement Specification)을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럽의 철
도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포함되는
규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럽표준규격을 반
영하여 세계 최초로 LTE-R(철도전용무선통신)
을 활용한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 및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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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에 개발되는 우리나라의 열차제어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계속해서 Version Up되어 가는 유럽 철도 규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에서의 국제표준화 및
유럽열차제어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현황과
이에 대한 국제표준화로의 필요성에 관해 논
하고자한다.

2. 본 론

2.1 철도에서의 국제표준화

국제표준화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의
표준화단체에 의해 국제적인 기술격차를 없애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이는 편의성 및 제품의
범용성을 높이고 비용적인 측면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1]
국제 무역을 실시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WTO(국제무역기관)에 가입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ISO/IEC 규격에
준하는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는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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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럽 ETCS의 국제표준화 동향

유럽의 철도기술 국제화 전략은 유럽철도국
(ERA, European Railway Agency)의 구상을
바탕으로유럽연구개발프레임워크(FP,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에 근간을 두고 있다.[4] 유럽은
유럽규격인 EN(European Norm)을 시작으로
국제규격화 한 철도관련 규격들이 있다. 이는
안전성, 신뢰성 등에 관련되는 RAMS나 열차
제어 소프트웨어들을 한 예로 볼 수 있다.[1]
만약, 유럽의 EN 규격이 국제 규격으로 제정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 유럽국가의 현황을
고려한 규격이 되진 않을 것이며, 이는 비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다소 불리한 조건이 될 것
이다. WTO 가입국가로서 이는 무시 할 수
없는 규격이 될 것이며, 국내 기술을 해외시
장에서 경쟁력을 저하하게 할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규격
을 분석하고 국내 기술이 국제규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3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한국형 무선기반열차제어시스템
(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
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단
계로 IEEE1474표준과 ETCS표준을 혼용하여
2014년 도시철도용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철
도표준규격에 제정하였다. 2단계는 2014년 12월
개발에 착수하여 ETCS 표준을 준용하고 기존
열차제어시스템(ATS, ATP)과 혼용운영이 가능한
일반 및 고속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을 2017년
12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최초로 LTE-R 통신을 이용한 IP기반 무선
전송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ETCS표준 전송
규칙을 준수하고 열차제어를 위한 메시지에
정해진 변수, 패킷 구성 또한 ETCS표준과 호환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2][3]
이는 해외사업 진출을 고려하여 유럽표준을
준용하되, 국내철도 특징에 맞는 기술을 포함
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 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LTE-R을 적용하여
유럽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안전성 인증 및 현장시험을
통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국내 철도
노선의 개량 및 안전성 향상과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IEC/ISO 등 국제규격에
반영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내/외 규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IEC/ISO 규격의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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