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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storing various train information in running high speed train, we can analyze the cause of train accident 
efficiently. we have developed the smart and high available control method to control and manage the 
hardware modules. The hardware modules for event recorder consist CPU, Digital Input and Output, Pulse 
Input, Communication, Control Panel and Crash Protected Memory. The real time operation system is used to 
totally control and manage the various hardware modules. The main function of control method is collection 
of train information, calculation of train speed, interface with other on-board control system, storing and 
retrieving tra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Control Panel. In Control Panel, it displays the current 
train speed and the status of event recorder effectively. Also user interface is provided in Control Panel.

1. 서론

 고속열차에서 운행 정보 기록 및 사고 시 원인 분석을 위하여 Event Recorder를 이용하여 열차 속도

및 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1][2][3].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운전 상황을 재

현 및 분석하는 기능을 Event Recorder에서 수행한다. Event Recorder는 열차 운행 상태를 수집하기 위

한 각종 Input 장치 및 통신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수집된 운행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하드웨어로

구성된다, 개발된 Event Recorder는 3개의 주요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모듈에 자체적으로 동작

하면서, 서로 통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아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여 Event Recorder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제어방식 및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해 연구한다. Event Recorder가 3개의 주요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어 방식은 분

산 제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Serial 통신 혹은 Ethernet을 이용한 통신을 이용하여 서로 원하는 데이

터 주고 받으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제어 방식은 실시간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제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 저장 내용, 저장 주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해 연구한다.

2. 본론

2.1 Event Recorder 기능 설명

Event Recorder 장치는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Processing 및 I/O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Central Processing 부문,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문 및 Crash Protected Memory로 구성된다.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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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산 제어 방식

그림 1. Event recorder 운영 소프트웨어

Processing 부문은 CPU Board, 외부 장치와 통신을 위한 COM Board, Tacho Pulse를 입력하기 위한 

PIT Board, Digital Input을 위한 DI Board로 구성된다. CPU Board에는  MVB(Multifunction Vehicle 

Bus)통신을 위한 MVB 통신 모듈이 CPU Board에 Daughter Board 형태로 장착이 된다. Crash 

Protected Memory는 Central Processing 부문의 COM Board와 Serial 통신으로 연결되어 저장 정보를 

전달 받아 자신의 Memory 영역에 운행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문은 Event Recorder 

상태를 표시하고 열차 속도를 표시하기 위한 LCD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COM Board와 연결되어 

Ethernet 통신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다. 데이터 통신 속도는 10 Mbps이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 부문에서는 CPM에 저장되어 있는 열차 운행 기록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USB Memory를 지원한

다.

2.2 제어 방식 구조

Event Recorder 운영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입력, 데이터 저장,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에서 표시된 Event Recorder 운영 소프트웨어는 Event Recorder가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제어 방식은 분산 제어 소프트웨어 구조로 동작한다.

Central Processing Unit은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 및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Central 

Processing Unit은 Digital Input 형태로 여러 가지 열차 상태를 수집하고, 또한 데이터 통신을 통해 다

른 차상장치로부터 열차 운행 상태를 수집한다. Central Processing Unit은 CPM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와 통신으로 연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송신 하거나 수신한다. CPM은 자체적인 프로세스 및 통신 기능

을 보유하고 있어, Central Processing Unit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열차 운행 정보를 전달 받아 자신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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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entral Processing Unit 제어 방식 구조

모리에 저장한다. CPM은 열차가 운행할 때마다 저장되는 운행 데이터를 파일 단위로 저장한다. 저장된 

운행 기록을 Backup 하기 위해 Central Processing Unit이 CPM에게 데이터를 요청하면 CPM은 해당 

파일을 Central Processing Unit에게 전달한다. CPM은 정상 상태에서는 Central Processing Unit으로부

터 수신되는 데이터 패킷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있으면 패킷 종류를 구분한 후 운

행 상태 전송이면 수신한 데이터를 자신의 메모리에 저장하고, 패킷 종류가 저장 기록 전송이면 데이터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 이름을 찾아 낸 후 해당 파일 내용을 Central Processing Unit으로 전송한

다. 전송하는 데이터 크기는 1024 byte 이다.

2.3 Central Processing Unit 제어 방식

Central Processing Unit은 Event Recorder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이다. 열차 속도 및 열

차 운행 상태를 수집하고, 수집된 열차 운행 정보를 CPM 혹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문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Event Recorder에 대한 자체 시험,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Parameter를 입력받아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Central Processing Unit은 CPU Board, Digital Input Board, COM Board, Pulse 

Input Board 및 MVB 통신 모듈로 구성된다. MVB 통신 모듈은 CPU Board 내부에 위치한다. CPU 

Board에서 전체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그림 3과 같은 제어 방식 구조로 동작한다. CPU Board에는 

실시간 처리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요구 기능을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는 기능과 다른 Board들을 제

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CPU Board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관

리 및 설정, 통신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관리 및 설정 기능은 자체 시험 기능 및 Event Recorder가 동작하면서 필요한 변수들을 사용자로부

터 입력 받아 적용하는 기능이다. 자체 시험 기능으로는 Digital Input 시험, Tacho Input 시험, Tacho 

Output Setup, MVB Loopback Test, CPM Loopback Test 및 CPM Memory Test 기능을 수행한다. 

설정 기능으로는 저장주기 변경, 저장할 데이터 선택 및 열차 바퀴 크기 변경 기능을 제공한다. 열차 바

퀴 크기는 자체적으로 열차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값이다. 

Central Processing Unit의 CPU Board에서 수집하는 열차 운행 정보는 열차 속도 및 각종 열차 운행 

정보이다[4][5]. 열차 속도는 정상 상태에서는 통신을 통해 차상제어장치로부터 전달 받고, 차상제어장

치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Pulse Input Board를 통해 계산된 열차 이동 거리를 이용하여 열차 속도를 계

산한다. Digital Input을 통해 전달받는 신호 종류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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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Name Source Sink
Port 

Address
F-Code Task

SDR ALL CCU/VCU ALL ER B4H 4 T3(64ms)

Word Data Contents Remark

0 HEARTBEAT(0-65535), MSB

1 HEARTBEAT(0-65535), LSB

2 ATC SPEED(0~500 km/h, 1km/bit), MSB

3 ATC SPEED(0~500 km/h, 1km/bit), LSB

4 YEAR(0~99,0x00H~0x63H)

Decimal

5 MONTH(1~12, 0x01H~0x0CH)

6 DAY(1~31, 0x01H~0x1FH)

7 HOUR(0~23, 0x00H~0x17H)

8 MINUTE(0~59, 0x00H~0x3BH)

9 SECOND(0~59, 0x00H~0x3BH)

10 TSET, TVAL
Decimal

11 TRAIN LENGTH(1~20, 0x01H~0x14H)

12 TRAIN NUMBER, MSB 4 - D i g i t 

BCD13 TRAIN NUMBER, LSB

14 Reserved

6 - D i g i t 

BCD

15 DRIVER ID, MSB

16 DRIVER ID, MSB

17 DRIVER ID, LSB

표 1. Digital 형태로 저장되는 열차 운행 정보

Central Processing Unit은 MVB 통신을 통해 차상제어장치로부터 열차 운행 정보를 전달 받는다. 차

상제어장치로부터 MVB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MVB 통신을 통해 수신되는 운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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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저장된 파일 목록

Central Processing Unit에 위치하고 있는 CPU Board는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점을 선택하게 

된다. 데이터 수집은 Event Recorder 의 전원이 들어오면 계속 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전원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량이 한 노선을 주행 중일 때 CPM에 한 파일로 저장

이 되어야 하고, 한 노선 운행을 끝냈을 때 저장을 멈추고 파일을  CLOSE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차량의 속도, 열차번호, Digital Input 신호 등을 보고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저장을 해야 하는 처음에는 현재 날짜, 시간, 열차 번호 정보를 가지고 CPM에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CPM은 FAT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지만 파일 이름이 8.3 형태를 지원하기 때문에 8.3형태에 열차번호, 

날자, 시간정보를 넣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을 인코딩해서 사용한다.

파일 이름 : NNNNNYMD.Hmm

표 3. 파일 이름 형식

항목 상세 내용

NNNNN 열차 번호

Y
연도, 2000년도부터 계산한 숫자, 0, 1,...9, A, B, C,... Z 이렇게 하면 2036년까
지 가능

M
월, 1,2,..9,A,B,C로 1월 ~ 12월까지 나타냄

A= 10월, B=11월, C=12월

D
일자, 1,2,3,...9,A,B,..W,X로 1일부터 31일 까지 표현

A=10일, B=11일, ...W=30일, X=31일

H
시간 정보, 0,1,2,...9,A,B,..., 이렇게 0시부터 23시 까지 표현

A=10시, B=11시,...., K=20, L=21, M=22, N=23

mm 분 정보, 00 ~ 59로 표현

CPM에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위와 같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파일 이름과 저장 내용을 쉽게 구분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의 화면에 파일 이름을 표시하는 부분에서는 그림 4와 같이 함축된 

의미가 아니라 원래 정보를 변경 없이 표시한다. 파일 확장자는 "evr"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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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방식
그림 6.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Central Processing Unit에서 동작하는 통신 프로그램은 CPM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과 통신을 

하면서 분산 제어 방식을 수행 하도록 한다. 각 모듈 간 데이터 통신 시 신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

해 통신 프로토콜에는 Sequence Number, Time Stamp, CRC 기능을 사용한다. 수신 측에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Sequence Number가 맞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간격 내에 있지 않는 데이터, 수신한 데

이터 내용 중에 Fault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Error로 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시하게 

된다. 

2.4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어 방식은  외부 장치와 통신, LCD 화면 제어 및 USB Memory 제어 기능으로 

구성된다. 주요 모듈로는 그림 5와 같이 통신 모듈,  화면 Display, Touch Input 및 Data Backup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은 입력 방식으로 Touch Input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 

항목, Speed, Download 및 View 영역을 Touch 하면 선택된 영역에 대한 기능이 세부 기능이 수행된

다. Touch Input을 통해 사용자는 화면 Display 및 Data Backup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 모듈은 Central 

Processing Unit에 포함되어 있는 COM Board를 통해 이루어지며, Ethernet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

고받는다. 통신 모듈은 COM Board로부터 열차 속도 및 Event Recorder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그림 6

과 같이 화면 Display 모듈에 전달한다. Event Recorder 상태 정보는 CPU Board에서 MVB 통신 상태 

및 CPM 상태를 표시한다. 정상적일  때는 녹색으로 표시되고, Fault가 발생 하였을 때는 적색으로 표시

하여 사용자가 상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3. 결론

열차 운행 시 각종 열차 운행 정보를 기록 하였다가,  열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Event Recorder를 개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Event Recorder를 구성하는 각종 하드웨어 장치들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여 요구 규격대로 동작하기 위한 제어 방식에 대해 연구 하였다.

Event Recorder가 3 개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Event Recorder 제어 방식은 분산 제어 방식으

로 구성된다. Central Processing Unit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관리 및 제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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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CPM 모듈은 Central Processing Unit과 Serial 통신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전달 받아 

자신의 Memory에 저장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은 Touch 방식의 입력 방식을 이용하여 열차 속도 

및 Event Recorder 동작 상태를 LCD 화면에 표시해 준다. 

Central Processing Unit에서 동작하는 CPU Board에는 실시간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으며, 주어진 

임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운행 중에 저장할 각종 열차 정보를 정의 하였고,

각각 정보는  Digital Input Board의 각 Port를 통해 수집된다. 통신을 통해 차상제어장치로부터 수신하

여 저장하는 정보도 정의 하였고, 정의를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 하였다. 

분산 제어 방식으로 동작하기 위해 각 모듈 사이에 통신을 주고받는 때, 본 제어 방식에서는 통신 신

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 프로토콜에 Sequence Number, Time Stamp 및 CRC를 추가하여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를 제외 하였다. 사용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

듈을 제공하며, Touch 방식의 입력 방식 및 처리 결과를 LCD 화면을 통한 표시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된 Event Recorder를 차세대고속열차에 탑재하여, 열차가 운행 하는 상태에서 

저장 기능을 확인하고, 시험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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