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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ommercial trains, there are monitors hung on the ceiling which simply display broadcasted contents 
so a passenger in a cabin has only one choice of  passively watching them or not. To lead the application of 
IT in railway, keep a passenger from tedious journey, or help a passenger having a productive time, an 
MCS(Multimedia Contents System) was analyzed, designed, and implemented. A passenger can select and use 
a content from a smart terminal that is attached at the passenger's seat. A smart terminal is one that has its 
own memory and processor to handle informations and interact with a user. In this paper, the contents, such 
as train schedule, transfer information, traveling information, e-book, TV, music, and game, that the MCS can 
provide were introduced. To validate the applicability of the MCS on a next generation high-speed train, a 
testing environment will be set on a pre-production car and tested. The successful installation of the MCS 
will boost up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next generation train in the world market.

1. 서 론

고속열차의 운행으로 열차 내 승객이 머무는 시간은 짧아졌지만,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좀 더 다양

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이에 객실 내의 개인좌석에 자체 프로세스 기능을 갖는 스마

트터미널을 설치하여 승객이 직접 콘텐츠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콘텐츠 시스템

(Multimedia Contents System : MCS)을 구현하였다. MCS는 열차운행정보, 연계교통정보, 열차여행정

보, E-book, TV, 음악, 영화, 게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승객은 현재 열차 내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양방향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구현된 MCS는 차세대고속

철도 시제차량에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하여 실제차량에서의 적용성을 검증할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MCS개발의 연구 배경을 설명하고 MCS의 구현에서는 시스템의 구성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구성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Interface의 구조와 Interface의 구현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계획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2. 연구의 배경

고속열차의 운행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대면 도착한다. 이제 교통수단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1563



빠르게 이동하는 것만으로 승객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는 없다. 승객은 빠르게 이동하는 것 의외에도 목적지

까지의 이동시간 동안의 지루함을 해소시키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하지

만, 현재 KTX에서는 승객에게 객실 천장의 모니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만을 제공받을 수 없

기 때문에 그 이상 승객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면 IT강국에 부합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승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MCS의 구현

3절에서는 MCS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구성을 정의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Interface의 구조

에 대해 기술하고 본 시스템의  Interface의 구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3.1 시스템의 구성

 MCS는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승객용 단말기, 서버, Ethernet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객용 단말기

는 승객의 좌석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서버와 Ethernet으로 연결되어, 승객이 서버와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주

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1. MCS의 시스템 구성도

3.2 하드웨어의 구조

 하드웨어의 구조는 크게 승객용 단말기와 서버로 구분할 수 있다.  MCS의 구성 장비는 AC전원을 사용하지

만, 열차 운행 중 AC전력공급이 끊어지는 무정전 전원구간에 대비하여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설치하였다. 또한, 열차내의 좁은 공간에 설치하기 위해 일반적인 19인치 서버랙이 아닌 19인치 서버, 서랍

식 모니터 및 키보드, UPS등의 장비를 최소한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형 서버랙을 제작하였으

며, 서버는 장비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이중으로 

복제하여 보관 및 사용하는 미러링(Mirror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승객용 모니터는 단순히 입출력 데이터만 

전송하는 덤터미널(Dumb Terminal)이 아닌 서버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

도록 마이크로프로세서와 HDD를 가진 스마트터미널(Smart Terminal)을 사용하였다. 또한, 승무원과의 화상대

화 시스템[2],[3] 및 인터넷 활용[4]을 위해 이어 마이크폰과 카메라를 장착되어 있으며, TV방송 수신을 위

해 DMB수신기 장착이 가능하고, 키보드와 마우스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터치패널이 장착된 10.1 Inch의 

Atom CPU가 탑재되어 있는 G사의 넷북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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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CS의 하드웨어 구성도

3.3  소프트웨어의 구성

 MCS는 열차운행정보, 비상대피정보, 연계교통정보, 열차여행정보, E-book, 멀티미디어로 구성되어 있다. 

열차운행정보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운행속도, 열차의 현재위치, 열차의 정차역 및 도착역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며,  비상대피정보는 열차내의 비상대피정보와 안전설비 물품 정보 및 사용법을 제공한다. 연계

교통정보에서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환승교통정보인 버스, 지하철, 열차, 택시 정보를 제공한다. 

열차여행정보에서는 지역별, 테마별로 열차를 이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E-book은 열차에서 제공되는 종

이잡지를 전자잡지의 형태로 제공 하며, 멀티미디어는 승객이 원하는 TV, 영화, 음악, 게임 등을 제공 한다.  

MCS의 소프트웨어 구현환경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의 승객용 단말기의 OS환경은 Microsoft Windows xp이

며. 서버의 OS환경은 MicroSoft windows Sever 2003 + IIS이다. DBMS는 Microsoft Windows sever 2008, 개발

언어는 ASP와 Visual C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통신환경은  TCP/IP Socket 통신과 HTTP통신을 사용하였

다. MCS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 2. MCS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3.4 Interface의 구조

Interface의 구조는 파란색 바탕에 누구나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큰 아이콘을 사용하여 중앙에 배

치하였으며, 화면 하단에 일렬로 작은 아이콘을 배치하여 콘텐츠 이용 중에 언제라도 다른 콘텐츠로의 이동

이 용이하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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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인화면

3.5 Interface의 구현

  본 절에서는 그림 4의 메인화면에서 각각의 아이콘을 선택하였을 경우 처리되는 화면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였다. 

3.5.1 관리자 페이지

 시스템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근한다.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관리자는 여행정보와 VOD를 관리한다. 여행정보에서는 여행 상품 관리, 여행 목록 검색, 여행 정보 등록/수

정/삭제를 관리한다.  VOD관리에서는 영화와 음악파일을 관리로 구분하였다. 영화관리에서는 영화목록검색, 

영화정보 등록/수정/삭제 관리하며, 음악관리에서는 음악목록 검색, 음악등록/수정/삭제를 관리한다.  영화

와 음악파일은 파일업로드가 아니라 직접 파일을 해당 디렉토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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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관리자 페이지

3.5.2 운행정보

 운행정보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운행속도, 열차의 현재위치, 정차 역 및 도착역 정보를 제공한다.  운

행속도 및 현재위치정보는 차량으로부터 GPS정보를 제공받아 계산하여 구현된 정보를 제공한다. 화면의 맨 

우측상단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정보를 표시하였다. 또한, 우측 상단에 두 개의 단축키를 배치하였는데, 집모

양의 아이콘은 메뉴의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이며, 왼쪽화살표 아이콘은 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이

다.  승객이 운행속도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의 중앙에 열차의 현재 운행속도를 숫자로 표현하여 제공한다.  

승객이 현재위치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에 지도와 함께 최근 정차역과 다음 정차 역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열차가 최근 정차 역에서 몇KM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승객이 정차 역 및 도

착역 버튼을 선택하면 열차 노선도에 열차그림을 이용하여 현재 열차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공한다.  그림 6

은 승객이 운행정보 메뉴에서 정차 역 및 도착역 아이콘을 선택하였을 경우 제공되는 화면의 예이다. 

그림 6. 운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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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교통정보

 교통정보는 승객이 도착역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할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승객이 메뉴

에서 도착역을 선택하면, 화면에는 도착역 주변의 지도와 함께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착역 이름 밑

에 교통수단 버튼을 제공하였다.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할 경우 승객은 “버스정보”버튼을 선택한

다. 화면에는 도착역 주변 지도와 함께 버스정류장별 정차하는 버스의 번호를 제공한다.  승객이 상세한 버

스경로 검색을 원할 경우 지도 아래의 “버스경로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버스경로검색, 노선번호검색, 정류

장 찾기의 메뉴를 통하여 도착지까지의 버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철정보”버튼을 선택하여, 도착역 주변의 지하철노선도와 지하철 시간표를 확인 할 수 있

다. 지하철 시간표는 도착역을 기점으로 출발시간표를 표현하였다.  승객이 다른 열차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차정보”버튼을 눌러 도착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승객이 “택시정보”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에는 “택시 승강장” 버튼이 제공된다. 승

객이 마우스를 “택시 승강장” 버튼으로 가져가면 도착역 주변의 택시 승강장 위치정보를 지도에 표시하여 

제공한다.  또한, 승객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여 검색버튼을 누르면 해당구간의 거리와 예상비용을 계

산한 결과를 제공한다.  현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교통정보는 대전지역의 교통정보를 기준으로 구현하였으

며, 그림 7은 대전역 주변의 버스정보를 검색하였을 경우 제공되는 화면이다.

그림 7. 교통정보

3.5.4 여행정보

  여행정보는 열차와 연계된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열차여행을 계획 중에 있는 승객이 보다 쉽게 

여행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역별, 테마별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지역별 여행정보를 선택하면 지역별 

여행정보에서는 카테고리를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열차여행정보를 제공한다.  승객이 관심 있는 상품

을 선택하면 상품의 가격, 여행기간, 출발일자, 예약현황, 여행사와 여행사 전화번호를 제공한다. 테마별 여

행정보에서는 카테고리를 계절, 장소, 행사 등의 다양한 테마로 구분하여 열차여행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8

은 여행정보 중 테마별 여행정보를 선택하였을 경우 제공되는 화면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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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여행정보

3.3.5 비상대피정보

 비상대피정보는 열차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피정보와 안전설비 물품정보 및 

사용법으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비상대피정보에는 비상대피정보와 안전설비물품정보로 구분하였다.

비상대피정보에서는 열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테러, 응급환자발생에 대해 승객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대처요령을 제공한다. 안전설비물품정보에서는 물품시설 

이용안내, 비상탈출경로, 안전시설 사용법, 차내 설치 안내도를 제공한다.  

그림 9. 비상대피정보

3.3.6 E-book

현재 KTX의 객실 내 좌석에는 잡지가 구비되어 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잡지가 분

1569



실되거나 훼손 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잡지를 전자도서의 형태로 표현하여 원하는 승객은 언제라

도 잡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전 잡지도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Train shop잡지는 

승객이 필요한 상품을 바로 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연동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10. E-book

3.3.7 멀티미디어 

  장시간의 여행으로 인한 지루함을 해소시키고자 TV, 영화감상, 음악감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영화와 음악은 서버에 VOD파일을 탑재하였으며, 영화감상이나 음악감상을 원하는 승객은 영화버

튼을 선택한 후 영화리스트에서 원하는 영화제목을 클릭하면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하여 영화를 감상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음악 감상 또한 승객이 음악버튼을 선택한 후 음악리스트를 통하여 원하는 음악제목을 클릭하

아면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KTX에서는 천정의 단말기를 통하여 

한가지 채널의 TV방송만 제공하고 있지만, 본 시스템에서는 승객에게 직접 채널 선택의 권한을 제공하여 원

하는 채널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단말기에 별도의 TV 수신 장비를 부착하고 프로그

램을 설치하였다. 게임은 무료 Flash 게임을 서버에 미리 설치하여 게임을 하고자 하는 승객이 검색 후 게임

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11은 승객이 영화감상을 선택하였을 경우 제공되는 플레이어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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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멀티미디어

4. 결론

  현재 상용열차에서의 일방향 정보제공 환경에서 IT기술을 적용시킨 양방향 정보제공 환경을 구축하

여 향상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승객 좌석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가진 스마트터미널(Smart 

Terminal)을 설치하고 열차운행정보, 열차여행정보, 연계교통정보, E-book, 음악, 영화, TV시청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하여 승객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버를 이용하여 승

객 단말기와의 양방향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

스템을 통해 승객의 열차 여행 중의 지루함을 해소시키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객실 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차세대고속철도의 시제차량에 테스트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실제차량에서의 적용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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