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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운행하던 열차가 차량고장 발생 등으로 인한 객실 안내 방송 불능 시  이용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유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열차 내 객실과 터널 등에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이 지하터널구간에서 단전 등의 열차사고로 인한 유선방송

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승객에게 안전한 대피 유도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WAVE 통신방식 기반의 무선비상방송 시스템에 대한 적용성 검증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주요어 : 철도차량, 단전, 무선비상방송시스템, WAVE통신방식

1. 서 론 

철도 교통은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친

환경적인 교통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철도열차사고 시 단전/단선 등으로 

열차 안내방송이 불가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

어,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열차에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선비상방송을 위한 통신기

술 요구사항은 첫째, 기존 철도에 이용되던 

통신기술들에 독립적이면서, 주파수 간섭이 

심한 ISM 대역의 사용을 제한하며, 둘째, 굴

신이 심한 지하터널과 같은 열악한 전파환경

에서도 강건한 수신 성능을 보장하며, 특히 

별도의 중계기능 없이 point-to-point(200m

이상) 통신이 가능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WAVE 통신방식기술을 철도 운행구간에서 성

능평가를 수행하며, 결과분석을 통해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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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규격 IEEE 802.11p

무선기기의 
종류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대역 5.855 ~ 5.925 GHz (ITS 
대역)

안테나 전력 10mW/㎒ 이하

채널대역폭 10 MHz
채널 수 8
변조기법 OFDM, B/QPSK, 

16/64QAM
보안 데이터 암/복호화 및 

인증 지원

다채널지원 지원

이동성 <200 Km/h
최대전송률 27 Mbps
외부간섭 강건함

통신거리 
(개활지)

최대 3 Km

표 1. WAVE 통신기술 개요 



2. 본 론 

2.1 WAVE 통신 성능 평가 

현차 통신 성능 평가 시험은 서울교통공사 

3호선 열차 실외(차량루프)에 송/수신 

안테나를 장착하여 지상/지하터널 구간에서 

지향성/무지향성 안테나, 터널의 굴신 정도 

및 정차/이동 중에 따라 평가를 진행 하였다. 

그림1과 같이 WAVE 통신 모듈/안테나를 

철도차량의 실외에 설치하였으며, 그림2와 

같이 0호차, 5호차, 9호차에 통신 안테나를 

설치하여 0호차에서 9호차까지 point-point 

통신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안테나 차량 실외장착 테스트환경  

그림 2. 실외 point-to-point 테스트환경 

 2.2 WAVE 통신 시험결과 분석 

이번 시험은 지상/지하터널 구간에서 

지향성/무지향성 안테나를 그림3과 같이 

터널의 굴신 정도 및 정차/이동 중에 따라 

시험하여 통신성능 결과를 표2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WAVE 통신모듈의 경우 3Mbps 

전송속도, 20dBm의 전송파워로 송수신하며, 

해당 통신기술의 통신 성공 유무 판단 

기준으로 다음 3가지로 평가한다. 첫 번째로 

최대 전송률의 경우 해당 비상방송장치는 

G.729a 음성코텍 적용시 최대 처리속도는 

payload가 20ms의 지연을 가질 때이며, 

따라서 31.2Kbps * 10편성 = 

312Kbps처리속도를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본 테스트에  사용된 WAVE 단말의 경우 

RSSI(수신감도) -98dBm 레벨까지 수신되는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데이터 

통신의 경우 PER 10%를 기준으로 통신 성능 

유무를 평가하는데, 이 3가지 조건을 표2에서 

보듯이 만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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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2,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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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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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0.76%

독립문 1,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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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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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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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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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무악재

2,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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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 -68

종로3가→
동대입구

2,18
7

2,18
7

-75 -73

표2 평가지표 기반 통신 성능 결과

그림 3. 차량 실외 테스트 구간 



특히 표2에서 보듯이 지향성 안테나보다 

무지향성 안테나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무지향성 

안테나 대비 4dBi 높은 이득을 가지며, 방사 

빔패턴 또한 샤프하지 않은 8자형태의 넓은 

빔 패턴을 보인다. 이에, 굴곡이 있는 터널 

내부에서 무지향성 안테나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을 기대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 이는 

터널 내부의 반사파 및 빔패턴의 방사정도가 

좁아 터널의 굴곡 정도에 따라 성능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4는 

테스트 구간에서의 3Mbps 전송모드 

기준시간에 따른 전송률(Throughput)을 보여 

준다. 지향성 안테나보다 무지향성 안테나의 

전송률이 전 시간에 걸쳐 일정한 값을 

보여준다. 특히 터널 곡선구간에서는 이 

현상은 더욱 뚜렷하며, 이는 터널 내부의 

극심한 멀티패스 환경 및 곡선 구간으로 

인한 LOS(Line of Sight)환경 확보가 힘들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 통신 

성능 테스트는 필요하겠지만,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지원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용 통신기술인 

WAVE 무선통신방식 기술을 적용하여 

서울교통공사 3호선 지하터널 구간에서 

통신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평가지표는 

전송률, 수신감도, 패킷오류율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굴신률이 심한 지하터널 

구간에서도 WAVE 통신기술은 안정적인 

통신성능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차량이 

정지 상황뿐만 아니라, 궤도를 정상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통신성능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10량으로 편성된 서울교통공사의 

열차 1편성의 길이가 200m인 점을 고려했을 

때, WAVE 통신기술은 기존 철도 통신 및 

상용통신과 독립적이면서, 특별한 중계기능 

없이 열차 1편성 10량 내 어느 거리에서든지 

직접 pointtopoint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상방송시스템을 위한 

최선의 통신기술 후보 중 하나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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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터널 내 정차구간 전송률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