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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고장코드 수집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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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llection of KTX trainset fault code is made by DEP software. We can improve software function and 

update data after understanding DEP software function and software structure. For the improvement of trainset 

function and its performance, the same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structure change as DEP software, 

which collects and analyzes train's fault information, are required. Accordingly, we made a research for 

functional strucfure of KTX fault code collection software, STR3F, variable declaration through Script.rxr file 

and code analysis method and proceeded research for realizing more improved user environment of DEL 

software and fault analysis method. 

------------------------------------------------------------------------------------

Ⅰ. 서론

  KTX 차량의 고장코드 수집은 DEP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 DEP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이해하고 소

프트웨어의 구조를 이해함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 및 데이터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차량의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은 차량의 고장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DEP 소프트웨어의 동일한 성능개선 및 

구조 변경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KTX 고장수집 소프트웨어의 기능별 구조와 STR3F와 Script.txt 파일을 

통한 변수선언과 코드분석방법을 연구하고 DEP 소프트웨어의 보다 향상된 사용자환경과 고장분석 방법 

구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속철도차량의 고장분석을 위한 고장코드 수집절차와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프

로토콜 단위의 분석방법과 데이터 통신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DEP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과 시험 

및 성능개선 성과를 기술하였다. 또한 DEP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특수기능

을 부여하여 Windows XP 버전의 DEP-XP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었다. 연구논문 말미에는 KTX OBCS 

DEP와 DEP-XP의 기능분석을 통해 개선된 사항과 성과들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연구 성과의 이해를 돕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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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KTX 고장코드수집 소프트웨어의 소개 (KTX DEP)

1.1. DEP 소프트웨어란? 
   KTX차량은 차량의 고장정보 및 상태에 대한 내부 변수를 가진다. 내부변수의 변경 및 관찰을 통하

여 차량의 고장내용을 판단하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유지보수요원에게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

도록 DEP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DEP 소프트웨어란 고속차량을 정비하는 기지에서 고속차량을 검수하

기 위해 사용하는 진단시험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단시험장치'를 

DTE (Diagnostic Test Equipment)라고 말한다. 진단시험 소프트웨어 중 차량 유지보수요원이 사용하는 것

이 DEP (Depot Equipment Pack)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KTX 차량의 고장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MICS 및 KOVIS에 올려 유지보수자

들이 활용하도록 차량에 대한 데이터의 관리 및 보관하도록 사용되어진다.

2. KTX DEP 소프트웨어의 구조

2.1. 하드웨어의 구성 소개 

 KTX DEP의 하드웨어는 DEP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노트북(Maintenance Terminal) 그리고 차량의 컴퓨

터와 통신을 위한 RS-232 Serial cable 그리고 장치연결을 위한 하드웨어 Wibu-key인 Dongle key가 필요

하다. 

 KTX DEP는 KTX OBCS 장치의 KAD* board와 연결을 통해 차량의 고장코드 및 Event code를 수집하

여 준다. 이때 차량의 22개 장치와 6개의 모터블럭에서 고장코드와 Context Data를 수집하며 차량의 고

장정보와 상태를 유지보수자에게 알려주며 저장하여 고장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기록을 할수 있도록 저

장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2.2. 소프트웨어의 구조

  고장분석을 위한 KTX DEP (이후 DEP)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Alstorm 사에서 제공하는 KTX 용 차량 

컴퓨터 제어장치의 진단 프로그램이다. DEP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프로그램부인 실행파일

과 GUI파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부(STR3F, Script.txt)로 나누어 사용자의 장치활용을 돕도록 구성되어있

다.

  프로그램의 실행 및 프로그램의 함수들을 정의하는 각종 파일들로 DEP를 동작하기 위한 함수정의 파

일DLL(dynamic link library)들과 실행파일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DEP S/W Fi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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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UI 구성 및 기능분석

  GUI(Graphics User Interface)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접하게 되는 화면의 구성과 장치연결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며 각 기능을 통해 접속화면과 장치연결선택 및 특정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 로그인 화면 :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입력

- 장치 연결 화면 : RS232 시리얼 통신 포트 Open, 데이터 송수신

- 온라인 모드 화면 : 온라인 기능 표시

Recover Faluts, 구성(Configuration), 터미널(Terminal), Disconnect

그림 2 GUI On-Line 접속화면

- 고장분석 화면 : 

고장 로그 다운로딩 현시

고장 및 콘텍스트를 CSV 포멧의 ASCII 파일로 이출

- 구성 화면 : 편성의 여러 항목 설치 소프트웨어 버전 현시

- 터미널 화면 : 

Observability Unit 언어를 직접 수행하여 편성과 통신

터미널 통신 정보 ACSII 파일로 이출

2.4. 데이터 베이스 파일 (script.txt)
  프로그램의 구동과 사용자 그래픽환경을 통해 DEP 소프트웨어의 실행은 데이터 베이스부의 Script.txt 
파일에서 정의되어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수집된 고장코드를 분석한다. Script.txt 파일은 저장

폴더의 이름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결정되어지고 관련 변수항목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

재 KTX 차량의 고장코드버전은 STR3F 이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폴더 147개와 690개의 하부파일 

그리고 Script.txt 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고장코드의 분석을 위해 Scropt.txt파일에서 변수선언 파일과 코드

선언 파일 그리고 코드에 대한 Context 선언파일을 구성하고 있다. 
즉 Script.txt 파일의 선언된 내용에 대해 147개의 폴더와 하부파일들을 참조하여 고장코드를 분석하게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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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장코드 수집 및 분석

3.1. 1차 기본 송수신 접속

  DEP S/W 장치 접속은 DEP server 아이콘을 클릭하여 KTX OBCS와 접속하게 된다. 장치접속을 위해 

DEP S/W는 Obstgvk 프로그램을 통해 Wibu-key 및 데이터베이스 로딩을 시도하며 User 와 Password 을 

입력 받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여부 판단 및 사용 등급 판정을 통해 1차 기본정보 송수신 접속을 하

게 된다. 

그림 3 고장코드 수집 흐름도

3.2. 2차 기본정보 송수신

  KTX OBCS와 장치연결을 위해 DEP S/W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 차량의 정보와 구성 장치의 소

프트웨어버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3.2.1. DIS 컴퓨터 원격제어 해제 

  최초 DEP S/W는 접속된 차량의 최상위 접속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DIS 명령을 송신하게

된다. 이로서 차량의 원격접속으로 인한 접속위치에서 벗어나 Local 접속차량의 위치에 접속정보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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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GUT : 컴퓨터 식별자

  이 명령은 로컬 컴퓨터, 열차 편성 번호, 장비의 유형 및 소프트웨어 버전의 식별과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하여주며 접속차량의 버전은 기록하여 장치 연결 데이터에 저장한다. 

3.2.3. CO : 원격컴퓨터 접속

  이 명령은 TORNAD*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컴퓨터들을 원격으로 연결하고 원격 observability 세

션을 시작하도록 한다.

3.2.4. RES : 네트워크상 컴퓨터 상태 확인

  이 명령은 어떤 KTX OBCS상의 22대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지를 나타낸다. 정기적인 데

이터그램 메시지로 OBCS 컴퓨터에 의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하여 로컬컴퓨터는 원격 컴퓨터로부

터 정기적으로 데이터그램 메시지를 수신상태를 점검하여 Local 컴퓨터의 이외의 컴퓨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DIS, GUT, CO, RES 명령을 통해 차량의 접속과 차량상태 그리고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수행된 절차를 단계별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OBS-A1>DIS  DIS - 로컬 PC로 이동

OBS-P1> MPU P1 Local 접속차량으로 이동

OBS-P1>CO A1 RL CO "차량번호“ RL(RD) 
OBS-A1>GUT GUT - 접속 PC 버전확인

A1  VAS . WOC APU A1 차량의 버전정보 수집

OBS-A1>DIS DIS - 로컬 PC로 이동

OBS-P1>
OBS-P1>CO R10 RD TPU10 차량으로 원격접속 시행

OBS-R10>GUT
R10 VTS . VIC TPU10 차량의 버전정보 수집

OBS-R10>DIS

  위와 같이 반복적인 정보수집절차를 통해 (DIS-CO-GUT-DIS-CO- ...)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전정보 및 

상태정보를 수집하여 DEP S/W  “Configuration” 화면 정보 이용에 활용하게 된다.
KTX 차량의 정보수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A1  VAS . WOC → A2  VAS . WOC → P2  VCS . WOC → R1  VTS . 
WOB  → R10 VTS . VIC →  R11 VTS . WOB → R12 VTS . WOB → 

R13 VTS . WOB → R14 VTS . WOB  → R15 VTS . WOB → R16 VTS . 
WOB → R17 VTS . WOB → R18 VTS . WOB → R2 접속 6회 실패  : 
KTX 차량 전체에서 접속 14번째 차량에 동일 현상 발생 → R3  VTS . 
WOB → R4  VTS . VIB → R5  VTS . WOB → R6  VTS . WOB → R7  
VTS . WOB → R8  VTS . WOB → R9  VTS . WOB

그림 4 원격접속순서 및 소프트웨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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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장코드의 분석

  차량의 버전정보와 상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각 차량의 고장정보를 읽어드려 CSV(comma separated 
value) 형식의 고장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저장된 CSV 파일은 고장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

이스 파일을 참조하여 고장코드를 분석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각각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고장코드의 분류와 설정내역 및 상세내역을 볼 

수 있도록 STR3F(08.03.31 현재) 파일과 Script.txt이 경로와 변수를 정의 하고 있다. 이는 DEP 소프트웨

어의 고장 데이터의 버전에 따라서 그 현시내용과 분류가 달리 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버전관리가 

필요하다. 단 버전에 따른 구조와 표현형식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세부내역에 대한 폴더의 정

의와 변수선언에 따른 변화를 가지고 있어 차량의 버전향상에 따른 DEP 소프트웨어의 버전 역시 동일

한 updata를 하여야 한다.

STR3C3 - STR3C4 - STR3D3 - STR3D4 - STR3E - STR3F (08.03.31현재)

  CSV 파일은 최초 Script.txt 파일을 통해 변수선언에 따른 STR3F 폴더의 하위 디렉토리에서 코드선언

파일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코드선언 된 파일은 다시 Context 파일을 분석하고 현시하기 위해 코

드 Context 파일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에게 정보를 현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4.1. 변수선언 파일

  데이터베이스 정보파일에서 설정된 개별항목에 대한 (버전에 따른) 변수 선언을 한다. 다음에서 KTX 
객차 18번의 TPU에 대한 변수 선언 항목을 설명한다.

new item "tpu_dict_R18"."VTS.W0B"."vdict" content <= "0c/0000021a.dep"

  “Vdict (Variable dictation : 변수선언)”에 대한 객차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VTS.W0B”이라면 

“TPU_dict_R18”은 변수항목은  “0c”폴더의 “0000021a.dep” 파일을 통해 선언되어진다.

  데이터베이스 정보파일의 내부 항목에 대한 변수선언은 다음과 같다.

"IT_CBFA01" s32 TOR "404 29"
“변수명” 변수Type1 변수Type2 “강제변수 29”

  변수명 “IT_CBFA01”은 “베터리충전기 전원공급장치 고장감지”에 대한 "S32" 정수형 변수 “404(강제명

령)”를 "TOR1)" “29”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라. 

1) TOR은 변수형에 대한 세부 정의로 자바 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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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Type 1 변수 Type 2 설   명

S32 정수형 변수 사용

TST 데이터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

TOR 데이터 변환

Bit Bit형 변수 사용

TST Yes/No로 표기

Ana Analog형 변수 

Ana 데이터 변환없음

ascil 문자열 변수

TST 데이터 변환 없이 그대로사용

표 1 변수의 기능 설명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Type의 변수선언이 존재한다.
"CT_SPC1A" s32 TST "" unit "kph" 속도정보에 따른 속도값 표기

"OT_MVAT22" s32 TOR "505 29" 좌측승강문 씰 팽창 정보 

"T_VLOG1" ana ANA "720 28" 우측 PID 소프트웨어버전정보 

"CT_SP5" bit TST "" 5km/h 속도정보 Yes/No 

  이와 같이 해당 코드에 대해 입력받은 데이터를 분석 하고 고장코드의 상세내역을 확인하거나 코드생

성당시의 정보와 아날로그 신호 값을 함께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DEP 소프트웨어의 화면 현시에 사용

되어진다. 

4.2. 코드선언 파일

  고장코드의 분류를 위하여 코드선언 파일이 존재한다. “Stack symbols”은 고장의 중요도에 따라 “MF, 
MCF, OF, EM”으로 구분하며, “Family Symbols”은 고장 개소의 분류에 따라 7가지 분류로 나누어 고장

정보를 현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Fault” 를 통해 해당 장치의 고장코드 List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한 

파일이다. Scrit.txt에서 선언하는 Tr 18의 코드선언 파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new item "tpu_dict_R18"."VTS.W0B"."dltrans_en" content <= "0e/0000021c.dep"

  “ditrans”가 “_en”(en: 영문version)에 대한 객차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VTS.W0B”이라면 

“TPU_dict_R18”은 변수항목  “0e”폴더의 “0000021c.dep” 파일을 통해 선언되어진다.

48-92-01 "UCVA board failure (slot 3)"

  48-92-01 코드는 APU의 Slot 3에 위치한 UCV* board의 고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코드 선언 파일은 

고장에 따른 간략한 설명이 뒤따르며 이 정보는 유지보수요원에게 고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Hyper 
Teminal을 통해 화면 현시된다.

4.3. 코드에 대한 Context 선언파일

  코드에는 코드마다의 특정 값을 가지고 있으며 코드의 버전과 코드의 유형 그리고 코드가 가지고 있

는 Context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값에 대한 정의를 통해 코드를 분류하고 코드에 따른 상세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파일이 Context 선언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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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tem "tpu_dict_R18"."VTS.W0B"."ddict" content <= "0b/00000219.dep"

  “ddict(Define Dictation : context선언파일)”에 대한 객차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VTS.W0B”이라면 

“TPU_dict_R18”은 변수항목은  “0b”폴더의 “00000219.dep” 파일을 통해 선언되어진다.

48-92-01 def ctx_0 family "7" stack "2"

  48-92-01 코드는 00000219.dep 파일에 있는 Context Description에 있는 ctx_0 의 형식과  0000021c.dep 
파일에 있는 Family symblos "7-Data processing and transmission" 부분의 참조하도록 선언하며 동시에 

stack "2"의 코드 level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00000219c.dep 파일에 있는 stack description에 있는 고장코드

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K661-1-U5010-GL+T-001 참조)

stack description
 0 define_stack 0 1 2 3 4 5 6 7 : MF C1~C8 (1100 0001~ 1100 1000)
 1 define_stack 0 1 2 3 4 5 6 7 : MCF 81~88 (1000 0001~ 1000 1000)
 2 define_stack 0 1 2 3 4 5 6 7 : OF 41~48 (0100 0001~ 0100 1000)
 3 define_stack 0 1 2 3 4 5 6 7 : EM 21~28 (0010 0001~ 0010 1000)

 
   을 이용하여 읽어 들인 정보를 분석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장코드의 분석을 통해 DEP S/W는 장치(Equipment) 이벤트 발생일자 (Date) 고장코드(Code), 고장코

드설명 (Label)그리고 고장코드의 유형(Family)를 현시하며 상세 항목에 대한 Context를 화면 출력하여 준

다.

그림 5 DEP Faults List 및 Contex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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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P 문제점 및 DEP-XP S/W의 기능개선

  DEP S/W는 KTX 차량의 고장수리 및 고장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지며 고장수리 종결에 따른 조치내용

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DEP S/W는 사용상의 여러 문제점과 기능에 다른 설치

의 어려움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Alstom의 기술의존이 큰 철도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KTX DEP Pack 의 국산화 개발을 목표로 개발명 DEP-XP를 07년 7월부터 KTX DEP의 사양

분석 및 자료수집 그리고 문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프로토콜 단위의 

분석방법(LineEYE의 Le7200)을 적용하여 KTX OBCS와 DEP S/W의 통신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S/W의 

구조와 함수구조를 분석을 통해 기존 DEP의 설치문제점과 기능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수정하였다 또한 

수정된 DEP S/W에 대한 시험 및 현차 적용, Data 비교, 검토 등을 통해 기존의 DEP의 Win98 사용 환경

을 Windows XP 환경으로 전환하고 오류수정은 물론 편리한 사용자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5.1. 사용자 환경의 개선

  Depot Pack은 Windows NT 또는 Windows 98 에서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이며 근래에 대부분 사용되

는 운영체제인 Windows XP 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한 사용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Windows 98 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Windows XP 환경에서 구동되는 KTX DEP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설계 및 

제작전문 기관의 도움을 얻어 DEP-XP를 설계하고 개발토록 진행하였다. 현차의 데이터 수집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 분석된 자료를 프로그램화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의 DEP와 데이터 비교등의 과정을 

통해 성능을 구현하고 기존의 KTX DEP의 기능에 사용자편의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5.1.1. "고장분석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Windows XP환경의 간단한 설치과정으로 기존 100M~130Mbyte 용량에서 10~15Mbyte의 작은 용량으로 

DEP-XP를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DEP의 설치 및 삭제는 사용자에게 있어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였으나 

설치시간도 1분 내외로 기존설치 1시간 내외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O2 및 Java 환경의 설

치 및 인터넷 6.0의 익스플로러의 무거움 설치환경에서 Windows XP의 OS 구동 및 함수선언을 통해 크

기와 설치에 있어 빠르고 가볍도록 설계되었다.

5.1.2. USB serial cable 및 Port 활용

  유지보수노트북의 사양이 향상되어 가며 직렬/병렬 시리얼포트가 하드웨어상으로 구현되지 않는 모델

들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USB 시리얼포트가 그 대안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USB 포트를 이

용한 통신환경을 구현하여 통신에 대한 주변악세사리의 활용을 높였으며 기존 DEP를 사용하던 노트북

의 시리얼포트에서도 원활히 동작하는 호완성을 유지하였다.

5.1.3. 사용자 접속 기능 개선 (Dongle key)
  DEP의 설치 및 데이터 업그레이드 그리고 고장코드 다운로드시 25pin 병렬시리얼포트의 연결하여 사

용하던 기존의 방식을 단점을 보완하여 암호접속 및 사용자 접속권한 등급을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였

다. 동글키의 분실 및 고장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접근 및 설치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5.1.4. 단축키 등록

  노트북의 사양이 Windows XP 환경으로 사용되어지며 프로세서의 속도가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작업

자의 빠른 작업 환경이 가능하도록 단축키를 지정하여 빠른 화면전환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화면 중 버

튼이동 "TAB", 메뉴선택 “ctrl+명령키”, 화면선택 “art+명령키” 등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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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DEP-XP 기능 추가

5.2.1. 버전선택화면

  현재 OBCS의 최종버전인 STR3F 버전을 선택하도록 초기화면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이후 버전의 변

경이 있을시 데이터베이스 폴더 및 변수선언 파일의 업데이트를 지정하여 주는 것으로 간략한 업데이트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5.2.2. Configuration 화면

  접속한 차량의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현시하는 화면인 “Configuration"을 통해 기존에 DB의 데이터를 단

순 읽어오는 기능에서 현차의 실시간 접근 데이터를 편시하고 차량의 상태정보“RES” 정보도 함께 현시하

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5.2.3. 파일이름 자동등록

  기존 DEP의 고장코드를 수집하게 되면 CSV 파일로 MICS 또는 KOVIS 시스템에 저장하게 되어있다.  
이때 등록을 위한 파일이름을 수기로 등록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수정하여 자동으로 OS의 시간정보와 

DEP의 접속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KTX25호 07년 11월 16일 17시03분에 고장코

드를 수집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해야 했다.  “25_20071116_170300.csv” 

  DEP-XP 에서는 위의 저장파일입력을 자동화하여 입력자가 손쉽게 파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xx_yyyymmdd_hhMMss.csv
CSV 파일 입력 형식

  xx - 차호, yyyy - 년도, mm - 월, dd - 일, hh - 시간, MM - 분, ss - 초 (기본 “00”입력) 하여 기록관

리를 돕도록 하였다.

5.2.4. CSV(comma separated value)파일 읽어오기

  DEP는 고장코드를 시리얼데이터 상에서 읽어오는 기능(Recover faults)을 구현하여 접속하는 상태에서 

컨테스트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DEP-XP에는 시리얼통신 접속 상태에서만 읽어오던 기능에서 

시리얼통신으로 저장된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고장코드를 수집하여 저장된 

CSV 파일을 MICS 나 KOVIS를 통해 읽어드려야 했던 기존기능의 활용성을 높여 접속자가 차량의 유지

보수노트북의 CSV 파일을 통해 고장상태를 확인하며 차량에서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5.2.5. Hyper Terminal accessory 기능추가

  초기접속화면의 기능 중 "Terminal" 접속화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접속을 통해 사용 환경을 동일

하게 구현하였으며 터미널 접속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명령들을 단축기로 구현하여 사용자가 접속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유도하였으며 작업자의 고장진단 방향에 따라 단축키 및 내용을 수정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DEP의 화면갈무리 기능을 추가하여 하이퍼터미널의 화면의 부분 또는 지정, 전체 부분 갈

무리 하도록 하여 접속자의 작업내역을 기록저장 하도록 하였다. 

5.3. Data 결손 시 보완로직구현

  기존 DEP의 접속환경을 분석하며 발견하게 된 접속이상 시에 재접속 Logic 및 Local 접속에 대한 소

프트웨어로직을 수정하여 DEP-XP에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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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DIS 접속 5회

  DEP의 접속시에 최초 접속위치를 알기위하여 컴퓨터는 OBCS에 “DIS" 정보를 문의한다. 이때 통신데

이터는 OBCS 위치를 송출하여 최초접속을 유지보수노트북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DIS 데이터

를 송출하며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경우 DEP는 접속오류를 발생하고 기능을 정지하게 된다. 

<그림 6 DIS echo 기능불량>
  이를 보완하기 위해 DEP-XP에서는 최초 접속 위치를 묻는 “DIS" 정보를 5회 반복 송출하여 echo 기

능의 오류로 인한 접속차단현상을 방지하도록 로직을 추가하였다.

5.3.2. 고장코드 손실 시 기능보완 로직구현

  OBCS의 고장코드수집과정에서 접속차단 및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시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부제로 인한 오류가 발생 시 접속차단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접속환경

의 유지 및 데이터 손실에 대한 프로그램 차단현상을 방지하였다.

5.3.3. "탎" → "㎲" 변경

  DEP str3f > d8 폴더> 000002a1.dep 의 데이터 값을 표현 할 때에 line 42, 46에서 나타나는 “탎”에 대

한 오류 문자에 대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line42 "MVP" s32 TST "" unit "탎" factor 6/1
line46 "MVP2" s32 TST "" unit "탎" factor 6/1

  현재관련 정보의 Server에서도 MICS. KOVIS, P-tem의 컨테스트 결과를 찾아본 결과 “?” 또는 “탎”으
로 현시하도록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PCM-NT를 이용 MVP 카드의 해당정보가 “μs(micro 
second, 10-6초)”를 표기하는 것임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단위문자를 새롭게 등록하였다.

5.4. KTX OBCS DEP와 DEP-XP의 기능 및 사양비교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OS환경 그리고 각 기능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비교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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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DEP DEP-XP 

O S Windows NT, 98 (영문) Windows XP
설치과정 설치환경setup + DEP install 원도우기반 install 환경

설치환경 Explorer6.0, O2, java Windows XP 환경

접속환경 DIS 1회 접속 Echo 기능 추가 보완

Hyper Terminal 일반접속기능 accessory 기능추가

접속환경 Dongle key 접속 Dongle key 사용안함 

MVP 단위 탎 μs(micro second) 수정

CSV 파일 읽기 불가 가능

CSV 저장 수기입력 자동저장

Configuration 화면 DB 데이터 불러오기 실시간 데이터 불러오기

데이터 업데이트 Alstom 미디어디바이스(국내)
사용자 Dongle key 접속 암호 및 사용자권한 부여

표 2 기능개선 및 사양비교

Ⅲ. 결론

  KTX DEP S/W의 Script.txt 파일과 STR3F 폴더의 내용분석은 각 고장정보에 대한 분류와 특징들을 살

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며 기능분석과 고장코드 수집과정 등은 통신프로토콜 장비의 활용과 고장코

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작업자들의 누적된 고장기록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장코

드와 고장정보는 KTX OBCS 통신 및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정보로서 그 이용가치는 참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의 분석은 물론 데이터 수정과 문제점 해결, 데이터 업그레이드와 기능추가 등이 가능하

도록 연구의 길을 열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고장코드와 고장정보의 분석은 고장코드관리방법 및 분류 체계를 고속차량분야의 고장데이터관리 분

야에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Script.txt 파일과 STR3F 폴더의변수와 함수의 기능들을 이용하여 차량의 

기능 개선에 따른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로인하여 KTX OBCS 연구 활동 중 KTX 고장코드 소프트웨어(DEP)의 기능을 개선하고 사용자 환

경을 개선한 DEP-XP 소프트웨어를 외부 프로그램 전문가와 함께 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KTX 고장코

드 수집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기능개선을 통해 차량유지보수 활동에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를 만들 수 있었다. 차량의 성능과 기능개선을 통해 발생되는 고장정보의 추가 및 기능 변경에 따른 

고장수집 S/W의 기능 업그레이드를 가능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초와 성능향상과 데이터 업그레이드로 

인한 소프트웨어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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