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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철도의 고속화, 자동화됨에 따라 철도 사고 역시 항공기 사고처럼 형화 되고 인명피해 역시 

매우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사고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해 철도 차량에 블

랙박스의 설치를 법제화 하고 있고, 이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의 정확한 단을 해서 

블랙박스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하는 분석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본 논문의 블랙박스 분석 소

트웨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구간별 운행 패턴과 기 사의 습 등을 

악할 수 있어, 운행을 개선 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으로 기 한다.

1. 서론

  항공기 운항에 한 각종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비행

자료기록장치라고 하며 흔히 블랙박스라고 한다. 이 장치

는 항공기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가 

되었다. 최근에 철도가 고속화, 자동화됨에 따라 철도 사

고 역시 항공기 사고처럼 형  인명사고로 나타나고 있

다. 그 로, 1998년 독일 ICE가 하노버 인근 에셰데에서 

바퀴의 균열로 인한 탈선으로 열차가 인근 교각과 충돌하

면서 101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

다. 터키에서는 2004년 7월 터키 북서부 사카랴주에서 

새로 도입한 고속열차가 탈선해 36명이 사망하고 79명 이

상 이 부상했다[1-2]. 이 듯 최근 철도 사고는 인명사고

가 발생하면 부분 형사고로 이어짐에 따라 세계 각국

에서는 객 이고 신속, 정확한 사고 원인분석과 사고

방을 한 기 사 운행 련 교육 등을 해 항공기의 블

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철도 차량용 블랙박스의 설치 

의무화와 같은 철도차량 안 에 한 법률이 제정되고 

련 단체가 국내와 유럽에 창설되기 시작했다[3-4].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에 장된 데이터를 토 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분석 소 트웨어의 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차량 운행 시 블랙박스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 트웨어의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분석 소 트웨어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원시 데이터를 다

운로드 하여 서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

스에 장한다. 각각의 화면을 통해 분석 소 트웨어의 기

본 기능인 철도차량의 속도와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

며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록당시 철도차량의 운

실 상황을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시뮬 이션

(Simulation) 기능도 구 한다.

2. 련연구

  블랙박스는 철도 차량의 운행 상태에 한 속도, 센서 

 제어 정보, 통신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 수집, 장하고, 

열차의 기능을 감시하며, 열차 사고 시 원인을 정확하고 

빠르게 악하여, 동일한 사고를 방하고 나아가 신호설

비의 유지보수  고장 분석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 사용되는 요한 장치이다

[1-2]. IEEE에서 정의한 블랙박스는 기능 운   기  

특성, 필수입력, 충격 생존 특성의 3가지 요소를 갖으며

[5-6], 분석 소 트웨어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한 로토

콜을 정의한 ERTMS/ETCS Class1을 만족하는 문서도 

있다[7]. 한 블랙박스의 한 종류인 ATESS(속도기록계

장치)는 재 국내 KTX에 장착되어 운 이며, ATESS

는 RU(Recorder Unit)과 JRU(Juridical Recorder Unit)으

로 구성되어 있다[8].

 

3. 블랙박스 분석 소 트웨어의 설계

  3.1 블랙박스의 개요

  블랙박스는 그림1과 같이 구성된다. GPS, 열차정보, 센

서데이터(속도, 정지, 도어등 각종 이벤트), 운 자의 운

반 조작 행 , 운 사령실(Travel Control Center)과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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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내용등의 정보를 장하며 분석 소 트웨어와의 통신

을 통해 데이터를 송한다.

(그림 1) 블랙박스의 구성

  3.2 분석 소 트웨어 설계

  분석 소 트웨어의 구조는 그림2와 같다. 하드웨어인 블

랙박스로부터 각종 센서신호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통

신 인터페이스, 그리고 획득한 원시 데이터를 싱하여 우

리가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서(Parser), 가공된 데

이터를 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사용자에게 블랙박

스의 데이터를 보기 쉽게 표 하는  View로 구성된다.

  가. 통신 인터페이스

  블랙박스에 기록된 데이터는 차량운행이 종료된 후 

RS232C, TCP/IP 로토콜 는 USB를 이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소 트웨어로 다운로드 한다.

(그림2) 분석소 트웨어의 구조

  

  로토콜과 메시지는 유럽연합의 ERTMS/ETCS Class 

1 Subset 027 문서[7]를 참조하여 설계하 으며, 이 메시

지는 열차 속도, 이크 상태, 에러  장애 메시지, 디

스 이 메시지, 목표 속도, 제한속도등 운행에 련된 

메시지인 데이터 메시지와 로토콜을 제어하는 제어 메

시지로 구성된다. 이 로토콜을 이용하여 분석 소 트웨

어를 그림3과 같이 크게 3가지 모듈로 구성하 다.  온라

인의 TCP/IP 모듈과 RS232C 모듈 그리고 오 라인의 

USB 모듈이 있다. USB 모듈 은 TCP/IP와 RS232C 통신

을 이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송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

우에 직  USB를 이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ASER로 복사

한다. 

(그림 3) 분석S/W의 통신인터페이스

  나. 원시 데이터 분석과 장.

  원시 데이터는 장공간의 효율 인 활용을 해 이벤

트 코더에서 비트로 장되며, 분석 소 트웨어는 이를 

비트단 로 추출한다. 이때 그림4와 같이 하나의 메시지로 

구성된 데이터인 임은 헤더와 실제 데이터를 장하

고 있는 메시지로 구성된다.

(그림4) 메시지의 임 구조

  블랙박스에서 송된 원시 데이터는 일형태이기 때문

에 이를 직  사용할 경우 매번 분석시마다 싱을 해야 

하고, 원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리해야한 원시 일이 

많아지므로 효율 인 리를 해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다.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은 GraphView, GridView, 

HexView, MessageView의 4가지로 구성되며 그림5는 인

터페이스 화면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5)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의 구성

① GraphView : GraphView는 4개의 역으로 나 다.

Header Information :  헤더 정보를 표시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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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Graph : 속도와 출력 등의 아날로그 값을 가진 

데이터의 그래 를 그리는 역

Digital Graph : 도어 오  상태, 이크 작동유무 

등의 디지털  값을 가진 데이터의 그래 를 그리는 

역

Time Line : 시간정보와 해당 시간  오디오  비디

오 메시지의 유무를 나타내 주는 역

② GridView :  GridView는 행과 열로 구성되며 행은 시

간 별 샘 링 데이터를 의미하며 열은 변수들을 의미한

다. 

③ MessageView : GridView, GraphView, HexView에서 

데이터 선택 시 선택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변수의 의미와 

값을 출력한다.

④ HexView : HexView는 원시데이터를 hex값으로 보여

주기 한 것으로 다른 3개의 화면들과는 달리 원시 일

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며 16진 데이터의 연속된 행으로 표

시한다.

  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의 동기 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실행 시 GridView는 선택된 

구간의 모든 데이터를 바인딩하며, GraphView는  선택된 

구간  그래 를 그리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바인딩하고, 

MessageView는 싱크 요청 시에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

이터를 바인딩하며 HexView는 원시 데이터 일에서 선

택된 구간의 모든 데이터를 읽어와 표시한다. 싱크 요청은 

MessageView를 제외한 GridView, GraphView, HexView

에서 요청 할 수 있으며 싱크 제어는 GridView만 가능하

다.

(그림6) 인터페이스 화면의 싱크  제어도

그림6는 각 화면의 싱크 요청  제어를 나타낸 것이며 

각 화면의 싱크 요청  제어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GraphView에서 동기화 하고자 하는 부분의 그래  좌

표를 키 값으로 변환하여 GridView에 싱크요청을 한다.

GraphView로부터 싱크 요청을 받은 GridView는 키 값을 

통해 선택한 지 의 인덱스값을 확인 후  GraphView, 

MessageView, HexView를 인덱스 값 기 으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동기화 하게 된다.

② GridView에서 동기화 하고자 하는 데이터 행을 선택

하면 바로 인덱스 값을 확인 하여 싱크 요청을 한다. 싱크 

제어 과정은 ①의 싱크 제어 과정과 같다.

③ MessageView는 싱크 요청 과정은 없고 싱크 제어 과정

만 있으며 싱크 제어 과정은 ①의 싱크 제어 과정과 같다.

④ HexView는 원시 데이터 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옴으

로써 동기화를 해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해당 메시지

의 일 치 데이터를 사용한다. 동기화하고자 하는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이 속한 메시지 시작 지 의 치 값

을 구해 싱크 요청을 한다. 이때 구한 치 값을 일 치 

데이터와 비교하여 선택한 행의 인덱스 값을 확인하며 싱

크 제어 과정은 ①의 싱크 제어 과정과 같다.

  마. 시뮬 이션

  시뮬 이션이란 선택된 구간을 실제 열차가 운행한 것

과 같게 각종 계기를 시간에 맞게 동기화시켜 재  되도

록 구 한 기능이다. 시뮬 이션은 선택된 구간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그래픽 요소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 하 다. 선택한 데이터는 실제 열차가 운행하면

서 기록한 데이터이며 운행당시 기 실의 각종 계기데이

터를 재 하여 보여 다. 

4. 실험  평가

  4.1 동기화 실험

  그림7은 앞의 설계에 따라 구 된 분석 소 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이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2008년 9월 16일 19시부터 23시까지 운행한 열차의 데이

터를 이용하 고 이 데이터를 28번 메시지로 정의하여 사

용하 다.

(그림7) 분석소 트웨어의 분석 화면

①은 분석소 트웨어에서 동기화 시켰을 때 GridView의  

메시지 내용을 확 한 그림이며 내용은 28번 메시지이고 

길이는 64byte이며 2008년 09월 16일 20:14:47에 생성된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2번역을 통과하여 

88,359m를 운행했으며 열차의 속도는 202Km/h이다.

②는 GridView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다 쉽게 알아보기 

해 그래 형태로 나타낸 것이며 세로축 하얀 선은 재 

동기화된 데이터를 나타낸다. V_TRAIN 선은 속도를 나

타내며 최 값은 299Km/h이고 재 속도는 표 6에 나와 

있는 202Km/h임을 알 수 있다. D_POW 선은 가속  제

동 정보를 나타내는데 가속도인지 제동정보인지는 그래  

하단에 있는 'P', 'B'의 값을 보고 알 수 있다.  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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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1이므로 D_POW 선은 가속상태임을 나타낸다. 

D_LRBG 선은 열차가 바로 앞의 역을 통과하여 주행한 

거리를 나타내며 재 값은 표6의 88,359m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NID_LRBG 선은 열차가 가장 최근에 통과한 역

의 번호를 나타내므로 재 열차는 2번역을 통과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4.2 시뮬 이션 실험

  그림8은 구 된 시뮬 이션 기능을 실행한 화면이다. 최

한 실제 기 실처럼 구성하여, 표기하도록 구 하 다.

(그림8) 시뮬 이션 화면

4.3 비교  평가

표1은 재 사용되고 있는 블랙박스용 분석 소 트웨어와 본 

논문에서 설계한 분석소 트웨어를 비교한 표이다.

항  목
Faiveley

SAM

EKE

TIP
논문제안

그래 의 비교 축의 수 4 1

아날로그 그래 의 수 4 5

디지털 그래 의 수 10 Unlimited

그래 의 수평 확 ○ ○

그래 의 수직 확 ○

그래 별 확 ○

지 간 시간/거리표기 ○

시뮬 이션 ○

실시간 모니터링 ○

필터링 ○

Data Export ○ ○

<표 1> 분석 소 트웨어간의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 소 트웨어를 포함 총 3가지 

제품을 비교하 으나 EKE사의 TIP는 자료가 많지 않아 

직  비교하기는 어렵다. Faiveley사의 SAM은 그래 의 

수평, 수직 확  모두 지원하나 제안한 소 트웨어는 수평 

확 만을 지원 하는 신 각각의 그래 별로 확 하는 기

능을 지원한다. 한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 소 트웨어는 

일정 구간에 해 실제 열차가 운행한 것과 같게 각종 계

기를 시간에 맞게 동기화시켜 재  되도록 구 한 시뮬

이션도 지원한다.

5. 결론

  최근 안 한 철도차량 운행을 해 철도차량의 속도와 

운행정보의 기록  분석이 법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

행속도와 제동정보 등 운행 에 발생하는 운행정보를 기

록하는 블랙박스와 함께 이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분

석하는 소 트웨어의 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은 블랙박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 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 으며, 기록 당시 상황에 한 정확한 분

석을 해 운행정보 외에 열차 내에서 발생 되는 음성과 

상 데이터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개발된 분석소 트웨어의 실험을 해 실제 운행된 열차의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동기화된 화면의 그래 와 그리드, 

메시지, 16진 데이터, 오디오, 비디오, 시뮬 이션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 다.

  분석소 트웨어를 이용하면 사고 발생 시 장된 데이터

를 토 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수 있으며 상, 음성과 함께 당시 열차의 상태

를 분석함으로써, 상황을 정확하게 악하는데 결정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평상시 운행기록을 분석함으로써 구간별 운행 패턴과 

기 사의 습  등을 악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

함으로써 기 사의 조작 실수 가능성을 여 안 한 운행

을 가능하게 하고, 비효율 인 운행 습 을 개선하거나 운

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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