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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a KTX train of 20-car formation is 388m long and carries 931 passengers including one captain 

and three crews which is quite a few to cover the lengthy service area and many customers.  On the other 
hand, if a passenger wants to talk to an attendant, he has to wait for an attendant passing by his/her seat or 
walk to an intercom which is placed at every other car. Any of these choices is inconvenient. 

So, in this paper, we presented a system design for developing an audio/visual communication system for a 
passenger and an attendant. The system was analyzed and designed according to the Object-Oriented 
methodology with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Based on a problem statement, a Use-case Diagram, 
Sequence Diagrams, Class Diagram, State Charts, collaboration Diagram were generated. The design will be 
used in system implementation to a HEMU-400X test train and to be tested.

1. 서론

  현재 운행 되고 있는 KTX의 1편성 당 배치되는 승무원 중 승객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열차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다. 승무원은 20량으로 구성된 길이 388m인 열차 내의 931개의 객석을 돌며 승

하차 변경취급, 승강기문 점검, 비품확인,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산까지 약 3시간동안 통상 5회 

이상 왕복한다고 한다.[1]  따라서 호출이 있을 때 마다 승무원이 승객을 찾아가 대응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열차 통로에 “승무원 연락 통화 장치(Emergency Intercom to Call Crew Members)”가 있어 승

무원과의 통화를 원하는 승객도 이용할 수 있으나, “승무원 연락 통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통로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승무원의 열차 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좌석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승무원과의 음성통화는 물론이고 영상통화까지 

가능한 ”승무원과의 원격대화 시스템“을 위하여 객체지향 설계방법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설계내용

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현하여 차세대 고속열차인 HEMU-400X에서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2. 연구의 배경

2.1 현행 시스템

  KTX의 객실 통로에 승무원 연락 통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승무원과의 통화를 원하는 승객은 객

실 통로의 연락 통화 장치 버튼을 누르고, 경보음과 함께 버튼에 불이 들어오며 승무원의 응답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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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용건을 말한다. 

 

2.2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승객이 객실 밖 통로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통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음성만으로 통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승객은 호출을 포기

하거나 승무원은 승객의 호출에 좌석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한다.  이에 객실 내 승객의 

개인좌석에 부착된 단말기에서 단순한 버튼조작만으로 승무원과의 음성대화는 물론 영상대화까지도 가

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가 있다.

3. 승무원과의 원격대화 시스템의 설계

 

3.1 문제정의서

승객이 승무원과 대화를 원할 경우 승객의 좌석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 승무원을 호출한다. 이때

대화의 방법은 영상과 음성 대화가 있다. 승객의 대화 요청에 대해 응답 가능한 승무원은 승무원 단말

기로 통화한다. 만일, 모든 승무원이 응답 불가한 경우 승객은 대기 순번을 부여 받는다. 승객은 대기

순번을 보고 대화 요청을 철회 할 수 있다. 대화의 종료는 승객과 승무원 모두 가능하다.

3.2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Use-case diagram)

 

  유스케이스  모델은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액터와 유스케이스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액터는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시스템을 의미하

며, 유스케이스는 시스템을 수행하는 행위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의미한다.[2] 위 3.1의 문제 정의서를 

통하여 액터(Actor)와 유스케이스(Use-Case Diagram)를 식별하였다. 액터는 승객과 승무원이며,  8개

의 유스케이스들은 아래와 같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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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승객 승무원

대화를 요청한다

대기  순번을 부여  받는다

대화를 종료한다

대화  요청을 철회한다

영상대화를 한다 음성대화를 한다

승객과 연결한다

대화한다

<<extend>><<extend>>

그림 1. Use-Case Diagram

3.3 클래스 다이어그램(class diagram)

  

    클래스는 공통의 속성, 메소드, 관계, 의미를 공유하는 객체들의 집합에 대한 기술로써,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서로 상속이나 관계를 이용하여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형성한다.  아래 그림 2는 본 시스템

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중에 승객 좌석에 부착된 단말기에서 이루어지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 이다.  5개의 클래스로 구성되며 승객 단말기와 서버와의 관계

를 나타내었다. 

PassengerTerminal

+CommunicateServer
+TalkServer
+talkType

+selectTalk()
+cancelTalk()

CommunicateServer

+msg
+bufmsg
+userInfo

+onInit(): userInfo
+connect()
+sendMsg(msg, talkType)
+recvMsg(): bufmsg
+makeMsg(): msg
+analysisMsg(bufmsg)

TalkServer

+talkData
+bufData: talkData

+onInit()
+openServer()
+closeServer()
+sendData(talkData)
+recvData(bufData)
+packData(): talkData

talkData

+sound
+image
+talkType

+captureSound()
+captureImage()

userInfo

+userNum
+userIp

+getInfo()

그림 2. class diagram의 예(승객 좌석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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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순차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

  객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으로 2개의 축을 통해 세로

축은 시간, 수평축은 객체와 액터들을 표현한다. 순차다이어그램은 유스케이스 별로 작성된다.  그림 3

은 유스케이스 중에서 “영상대화를 한다” 를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승무원이 대화 가능

한 상태가 되면 승무원 단말기와 승객 단말기가 영상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  대화종료가 발생할 

때까지 승객 단말기와 승무원 단말기는 서로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 TalkServer : talkData  : ConnectTalk  : talkData

 : 승무원

 : CrewTermininal

 : 승객

1 : onTalk()
2 : startTalk()

3 : onInit()

4 : connectServer()

5 : packData()
6 : 연결()

7 : packData()
8 : captureSound()

9 : captureSound()

10 : captureImage()

11 : sendData()

12 : sendData() 13 : 대화()14 : captureImage()

15 : 대화() 16 : recvData()

17 : recvData()

18 : endTalk()

19 : closeServer()

그림 3. sequence diagram

3.5 상태 다이어그램(State diagram)

 상태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객체에 대해 객체 내부의 자세한 행동을 기술하거나,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시스템의 자세한 행동을 기술하는 하는데 사용한다. 아래 그림 4는 서버는 항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으

며 승객 단말기를 통하여 연결요청이 오면 승무원 단말기의 상태를 확인하여 승무원의 단말기가 통화중

이면 통화대기 상태를 관리하고 승무원 단말기가 통화중이 아닐 경우에는 승무원의 단말기와 승객의 단

말기를 연결해 주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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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연결

대기 상태확인

승무원 연결

대기 관리

대기 상태확인

승무원 연결

대기 관리

대화 요청

if( Not통화 )

if( 통화 )

그림 4. 승무원 연결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

3.6 콜레보레이션 다이어그램(Collaboration Diagram)

  콜레보레이션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다.

아래 그림 5는 승객과 승무원의 원격대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승객이 대화를 요청하면 승객 단말기가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는 승무원 단말기에 대화를 요청한 승객의 

정보를 제공한다. 승무원이 대화가 가능한 상태이면 승무원이 단말기를 통하여 대화를 승인함으로써 승

객과 승무원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 Server

 : userTerminal
 : attendentTerminal

 : connect

 : connectTalk : talkServer

 : 승객

 : 승무원

1. 대화요청 3. 서버접속

7. 대화시작

4. 대화요청 메시지 5. 대화요청 승객 정보

6. 대화 서버접속2. 대화서버 시작

그림 5. 콜레보레이션 다이어그램

3.7 사용자 화면(User Interface) 설계

   

  승객과 승무원의 단말기에 나타날 화면 구성을 설계하였다. 승객은 좌석의 단말기의 메뉴 중에서 승

무원과의 원격대화 시스템을 선택한다.  음성대화와 영상대화 중 하나를 선택하면 승객의 단말기에 승

무원의 영상과 승객 자신의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며 대화를 진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승무원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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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중일 경우에는 대기인수를 승객이 확인하도록 하여 대화순서를 기다릴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를 선택

하도록 하였다.  승무원 단말기에는 대화를 요청한 승객의 좌석정보와 대기자 목록을 보여주도록 하였

다. 승객과 영상대화 시에는 승무원 단말기에도 자신과 상대의 영상을 중앙과 우측 밑 부분에 동시에 

보여주도록 설계하였다.  아래의 그림 6은 UI 설계 화면의 예이다.   

그림 6. 영상대화 화면의 UI 설계의 예

4. 결론

 현재 운행 중 인 KTX에는 객실 밖 통로에 승무원 연락 통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도움

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승객의 자리이동

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빠른 상황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객 개인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모

니터와 화상캠을 이용한 승무원과의 원격대화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시스템의 세부 주요 기능으로는 

음성대화, 영상대화, 대기 순번 부여 등이 있다. 이 기능을 통하여 승무원과 원활한 통화 연결을 처리

하여 준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며, 승무원에게는 승객의 호출

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한 열차 내 승객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설계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현하여 향후 차세대 고속열차인 HEMU-400X 시제차량에 적용하여 실제차량에서의 적용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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