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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열차용 네트워크의 MAC 계층 개발

Development of MAC layer of Network 
for KTX high-speed tra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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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Real-time communication network is important for KTX high speed train system because small problem 

can make a huge accident. Communication network for KTX high speed train system consists of IEEE 802.4 
token bus network and FM0 encoding. The network device is developed by using MC68824 TBC, MC68185 
TPM and MC68020 MPU. The network device make available to analysis of the network protocol among 
vehicles for Kyung-Boo high-speed train system.
------------------------------------------------------------------------------------

1.  서  론

경부 고속 열차의 차량은 동력을 담당하는 동력차와 수송을 담당하는 객차, 기관사가 기관을 제어하

는 기관차로 구성되어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각 차량들은 작은 문제에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차량들의 고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고장이 발생할 시에 즉각적으

로 대처할 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차량의 제어에 필요한 신뢰성 및 실시

간성이 보장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경부 고속 열차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OSI 7 계층 중 전기적인 신호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물리계층과 

전송 매체 접근 제어와 흐름 및 오류제어를 담당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 각 서브 네트워크의 라우팅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계층, 종단과 종단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을 담당하는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구성되

어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매체의 접근제어를 담당하는 MAC 계층과 흐름 및 오류 제어를 

담당하는 LLC 계층으로 구성되어있다.
IEEE에서 표준으로 지정한 MAC 계층의 종류에는  IEEE 802.3 이더넷, IEEE 802.4 토큰 버스, IEEE 

802.5 토큰 링 방식 등이 있다. 경부 고속 열차의 MAC 계층은 FM0 인코딩을 사용한 IEEE 802.4 토큰

버스 방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 토큰 버스 방식의 MAC 계층은 최소 지연 시간을 

제공하고,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본 논문은 IEEE 802.4 토큰 

버스 방식의 MAC계층을 담당하는 MC68824 TBC(Token Bus Controller)와 FM0 인코딩 방식을 담당하고 

있는 MC68185 TPM(Twisted-Pair Modem)을 이용하여 FM0 인코딩을 사용한 IEEE 802.4 토큰버스 방식

의 네트워크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부 고속 열차의 네트워크 계층

과 트랜스 포트 계층의 프로토콜을 분석 및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이를 완료하게 되면, 
기존 경부 고속 열차의 차량 간 제어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국내의 기술만으로 경부 고속 

열차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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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간 네트워크 장치의 구성 요소

OSI 7 계층 중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토큰 버스 방식의 네트워크는 TBC에 구현되어있고, 
MC68020으로 제어를 하도록 설계하였다. TBC와 MC68020사이에는 공유 메모리를 두어 TBC에서 사용

되는 파라메터들과 프레임 디스크립터, 버퍼 디스크립터, 데이터 버퍼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MC68020과 TBC 모두 접근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버스를 

버스 아비트레이션을 이용하여, 버스에 접근하는 마스터 권한을 MC68020과 TBC 사이에 주고 받아야 

한다. 버스 아비트레이션이란, TBC에서 공유메모리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 시에는 MC68020이 데이

터 버스의 마스터 권한을 갖지만, TBC에서 공유 메모리의 접근이 필요할 시에는 MC68020으로 TBC가 

버스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MC68020은 TBC에게 버스의 접근 허가 하게되고, TBC가 버스에 접근

을 하는 동안 버스의 접근 허가 확인 신호를 MC68020으로 주게 되는 방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버스 

아비트레이션을 컨트롤하고, MC68020과 TBC의 동작 및 메인 메모리와 공유 메모리의 접근을 제어하

는 부분을 XC95144(CPLD)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1. 네트워크 장치의 주요 구성요소

3.  차량 간 네트워크의 MAC(Media Access Control) 계층

경부 고속 열차의 차량 간 네트워크인 IEEE 802.4(Token Bus)는 MC68824(Token Bus Controller)를 이

용하여 구현하였다. TBC는 초기화 시 공유 메모리에 할당된 초기화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토

큰 버스에 필요한 초기 파라메터들을 설정한다. 그리고 프라이빗 테이블을 이용하여, TBC의 현재 상태

를 나타내고, TBC의 동작을 제어한다. 그리고, TBC에서 데이터를 송수신 할 때에는 프레임 디스크립

터, 버퍼 디스크립터, 그리고 데이터 버퍼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

3.1.  프레임,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

TBC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디스크립터 리스트와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

트, 데이터 버퍼를 관리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레임 디스크립터는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가 연결

되어질 수 있고, 각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는 1개의 데이터 버퍼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연결된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에는 송신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수신된 데이터를 데이터를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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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연결 리스트 형식의 디스크립터 관리를 하게 되면, 고정된 버퍼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

수신 하는 것 보다, 메모리의 관리가 효율적이다.

그림 2. 프레임,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

3.2.  TBC의 데이터 송신

TBC에는 각각 다른 우선 순위를 갖는 4개의 송신 큐가 있다.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송신 큐

의 관리 함으로써 송신이 가능하다. 우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송신하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프

레임 디스크립터 리스트로 변환해야 한다. 그리고 송신 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송신 큐의 상태는 송신 중이거나, 송신 중아닌 상태로 크게 2가지의 경우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송신 중이 아닐 때에는 프레임 디스크립터 리스트의 형태로 변환한 데이터를 송신큐에 추가한 후, 송
신 시작 명령을 TBC에 내림으로써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송신 중 일때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제어해야 하는데, 데이터의 송신이 끝나기 전에 프레임 디스크립터 리스트를 추가 후 

TBC에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프레임 디스크립터를 추

가하게 되면, 송신 큐가 데이터 전송중인 것을 확인 후 프레임 디스트립터를 추가하기 전에 데이터의 

전송이 끝나게 되면,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는 일종의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송신 중일 때, 송신큐에 송신중인 프레임이 한개의 프레임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데

이터 송신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한 후, 데이터 송신 중이 아닐 때와 같은 방법으로 TBC를 제어하였다.

3.3.  TBC의 데이터 수신

TBC에는 송신 큐와 마찬가지로 4가지의 각각 다른 우선 순위를 가진 수신 큐가 있다. 데이터를 수

신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수신 큐와 프리 프레임 디스크립터 리스트, 프리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

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신한다. 데이터를 수신할 때에 프리 프레임 디스크립터 리스트와 프리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가 비어있지 않다면, 디스크립터 리스트의 첫 노드를 가져와 수신 데이터를 저장하

고, 수신된 데이터의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우선 순위

에 알맞은 수신큐에 수신된 데이터의 프레임 디스트립터 리스트를 추가하게 된다. 

그림 3. 수신 전 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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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신 후 큐의 상태

TBC는 프리 프레임 디스크립터 리스트 및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를 데이터가 수신되기 전에 새로

운 디스크립터 리스트를 추가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의 손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프리 프레임 디스크립터 엠티와 프리 버퍼 디스크립터 

엠티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을 때, 프리 프레임 디스크립터 리스트와 프리 버퍼 디스크립터를 업데이트

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4. 경부 고속 열차 네트워크의 물리계층

경부 고속 열차에서는 FM0 인코딩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비트 송수신을 한다. FM0 인코딩은 논리값

이 0인 데이터를 송신할 때에는 0.5 클럭에 위상을 변화시키고, 논리값이 1인 데이터를 송신할 때에는 

0.5 클럭에 위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FM0 인코딩에서 가장 큰 특징은 1비트의 데이터를 송수

신 할 때마다, 위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FM0 인코딩은 MC68185 TPM(Twisted-Pair 
Modem)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TPM을 이용하여 FM0 인코딩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디퍼런셜 전

압 레벨로 전기적인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LTC1485 라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RS485 규격에 알

맞도록 구현하였다. TBC가 데이터를 송신할 때에는 Act 신호가 인가되어 데이터의 송신을 알 수 있으

며, Act신호가 인가 되지 않으면, 항상 수신 대기상태에 있게 된다.

그림 5. 경부 고속 열차 네트워크의 물리 계층의 구조

경부 고속 열차의 버스의 구조를 하나의 큰 버스에 각 노드들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본

적인 버스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20량의 고속열차의 끝과 끝 사이의 거리에 통신에 사용하는 버스의 

전압이 낮아져 데이터 송수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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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부 고속 열차 네트워크의 물리 계층의 동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 고속 열차의 물리계층은 2개의 포트를 이용하여, 1번 포트에서 데이터가 

수신되면, 1번 포트로 수신된 데이터를 수신과 동시에 2번 포트로 내보내주고, 2번 포트로 데이터를 수

신하게 되면, 1번 포트로 데이터를 송신하며, 현재 노드가 데이터를 송신할 때에는 1번 포트와 2번 포

트로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렇게 통신 포트를 구현한 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되면, 
동작 구조상으로는 기본적인 버스 구조와 다르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되어, 토큰 버스 방식의 MAC 계층

을 사용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노드를 지나게 될 때, 수신된 데이터를 다

른 쪽 포트를 이용하여 재전송하는 방식이므로 줄어든 전압을 다시 원래의 전압으로 전송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마치 각각의 노드가 리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량간의 거리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물리 계층의 동작을 CPLD(XC95108)에 FM0 인코딩의 특성인 위상 변화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각 포트에서 위상 변화가 일어날 때에 위상변화가 일어나는 포트에서 데이터가 수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상 변화가 일어나고, 1비트 수신시간 이상 위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반대쪽 

포트의 RTS(Request-To-Send) 신호를 제어하여, 반대쪽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그리고, Act 신호가 인

가 되었을 때는 현재 노드가 데이터를 송신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Act 신호가 인가 되었을 때, 양 쪽 

포트의 RTS 신호를 제어하여 양 방향으로 데이터가 송신되도록 구현하였다.

5. 소프트웨어 구현

소프트웨어의 주된 기능은 경부 고속 열차에서 사용되는 차량간 네트워크 장치 사이에 주고 받는 데

이터를 수집하는 일이다. 우선, RS232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구현한 네트워크 장치에 데이터 수신 

명령을 내리면 네트워크 장치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TBC를 IDLE 상태로 만든다. 그 후, 데이

터를 다른 노드로부터 수신하게 되면, TBC는 MC68020에게 데이터 프레임 수신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다. MC68020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내에서 수신된 프레임을 메시지 큐에 추가한 후, 인터럽트 서비

스 루틴을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프리 프레임 디스크립터 리스트와 프리 버퍼 디스크립터 리스트가 

엠티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각각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프리 프레임 디스크립터와 프리 버

퍼 디스크립터 리스트에 새로운 디스크립터 리스트와 데이터 버퍼를 추가하여, 각 디스크립터와 데이

터 버퍼가 부족하여 프레임 수신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메인 태스크 내에서는 

메시지 큐에 데이터가 수신 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메시지 큐에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면, 수신된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의 일정 크기의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된다. 지속적인 데이터 수신이 있은 후, 버퍼

의 크기만큼 데이터 수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트워크 장치는 TBC에게 OFFLINE 명령을 내려 더 이

상 데이터의 수신을 못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는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X-Modem 프
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경부 고속 열차의 네트워

크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분석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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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프트웨어의 동작 

6. 검증 방법

본 연구에서 논의된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유효성 검증은 경부 고속 열차의 차량간 네트워크 장치들

과 구현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데이터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이 방법은 구현한 하드웨어의 물리 계층이 현재 경부 고속 열차에서 사용되어지기에 적합한지 확

인하고, 정상적인 TBC의 제어에 문제가 없어 논리적 링으로 진입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증를 위함이

다. 이러한 방법으로 발생한 데이터를 확인한 뒤, 각 데이터들에 대해 무결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발

생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네트워크 프로토콜 포맷과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데이터 통신의 이상 

유무를 최종 검증하였다.

7. 결론

본 연구는 경부 고속 열차의 차량 제어 장치의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었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차량간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드를 이용하

면, 프로토콜의 분석에 가능성을 열 수 있다. 프로토콜 분석이 완료된 후, 개발한 보드에 분석한 프로

토콜을 구현하게 된다면, 경부 고속 열차와 호환성을 유지하며, 차량 간의 제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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