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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expansible driver manager that is easy to upgrade each surveillance device linkage in synthetic 

circumstantial judgement system. Unlike conventional surveillance systems that use fixed surveillance device and 

provide finite sensing data, a proposed system extends devices that not only existing but also newly develop, 

additional. This driver manager collects datas of standardized type from a driver of new device that developed 

based on common interface through configuration. And then, that transmits datas gathered to synthetic 

circumstantial judgement part according defined tags.

1. 서론

대량 수송과 유동 인구를 특징으로 하는 도시 철도에서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상태 및 정보를 운영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각각의 감시 화면 

또는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에 설치된 대부분의 시스템이 서로 다른 설치 업체와 상이한 설치 

시점 등의 이유로 각각 다른 표출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시 상황에 경보가 발생할 경우 각 장치들의 상

황 표출 장치를 통해 상황 판단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시스템 설치로 인한 공간 사용 또한 점점 비

대해져 더 이상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많은 시스템들은 표출 장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계되고 있고, 이는 타 시스템간의 통합을 포

함하는 사양으로 되어 있어 기존 설치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는 기존 설치

된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연동에 필요한 비용 소비뿐만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 커스터마이징 되기 때문에 다

른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설계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도시 철도 역사내의 감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들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새로운 감시 장비들을 손쉽게 연동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도시철도 역사 내의 화재 감시를 위한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에서 각 감시 장치 연계 업그레이

드를 용이하게 하는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를 제안한다. 기존의 감시 시스템이 고정된 감시 장치를 사용하여 

한정된 감시 정보만을 보여주던 것과는 달리 제시한 시스템은 기존 감시 장치는 물론 새로 개발되고 추가, 

운영되는 장치들을 유연하게 확장하여 이들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종합 상황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준

다. 2.1절에서는 기존 감시 장치들의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고 2.2절에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장 드라이

버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며 2.3절에서 구현해보고 3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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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기존 감시 장치 프로토콜

2.1.1 센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기존 시스템에 연동된 장치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센서노드를 이용한 감시 장치이다. 센서노

드는 열, 온도, 빛, 연기 등을 감지하여 센서 게이트웨이로 그 정보들을 보내 센서 게이트웨이로 취합된 정보

를 운영자가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1. 센서 게이트웨이 시 스 다이어그램

Fig 1. Sensor gateway sequence diagram

그림 1은 센서노드를 이용한 감시 장치의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한 동작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 게이

트웨이는 센서노드들로부터 정기 보고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갱신하고 있다가 센서노드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

가 요청을 하면 전체 혹은 해당 센서의 정보를 전송해주는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센서노드의 정기 보

고는 전원 정책에 따라 그 주기 간격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정해진 임계값을 넘어서는 수치를 감지하면 정기 

보고가 아닌 경보를 발생시켜 센서 게이트웨이에 전달한다. 표출 장치는 초기화를 통해 센서 게이트웨이로부

터 센서노드 리스트를 읽어서 가용한 센서노드들을 인지하며 센서노드 데이터 조회 명령을 전송하여 해당 센

서노드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센서노드 데이터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

이 센서 게이트웨이로부터 센서노드 정보를 읽어올 수 있도록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드라이버 개발이 필요하

다. 센서 드라이버는 복수의 센서 게이트웨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센서 게이트웨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느 센서 게이트웨이의 어느 센서노드 정보를 읽어올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읽어온 정보가 어떤 타입인지 그 값이 무엇인지도 인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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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화재 수신반 프로토콜

기존 시스템에 운영되고 있는 감시 장치들 중에는 화재 수신반도 존재한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철도 시설

을 비롯한 공공장소 및 빌딩에 설치된 화재감시 시스템으로써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크게 화재 감지기와 

경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재 감지기는 열과 연기센서를 통해서 온도나 온도의 변화량 혹은 연기, CO 등의 

지표가 정해진 임계값을 넘을 경우 화재 발생 신호를 화재 수신반으로 전송하게 된다. 

그림 2. 기존 화재 감시 시스템

Fig 2. General Fire Monitoring System Architecture

화재 수신반은 AIU(Alarm Input Unit)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그 구조는 센서 게이트웨이보다는 

간단하다. AIU는 48개의 경보 포인트를 갖는 장치로써 센서노드 레벨의 역할을 하는데 센서노드처럼 정기적

으로 포인트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표출장치의 요청에 의해서만 응답한다. 단, 화재가 감지된 포인트에 한해

서는 요청 없이 바로 경보를 전송하게 된다.

보통 한 대의 AIU가 48개의 포인트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보다 많은 지점을 감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AIU

를 확장할 수 있으며 프로토콜에 따르면 최대 8대의 AIU를 사용할 수 있다. 표출 장치는 가용한 AIU 리스트

를 관리하여 각 AIU의 포인트 정보를 읽어오게 된다. 따라서 화재 수신반을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과 연동하

기 위해서는 AIU 리스트를 관리하고 포인트 정보를 인지하는 드라이버를 개발하여 탑재해야 한다.

2.2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목적은 기존 감시 장치를 통합할 수 있고 제안한 프로토콜에 의해 새로 개

발되는 감시 장치들도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 장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듯이 거의 대부분의 

장치들은 정보를 통합하여 전달하는 중개자를 가지며 복수의 중개자에 대해서는 상위의 다른 중개자를 두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결국 표출 장치는 가장 상위의 중개자로부터 최하단의 감시 데이터를 취득하는 구조

가 된다. 단, 2.1절의 두 장치에서 보듯이 중개자 레벨(depth)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일된 레벨 정의가 필

요하다.

AIU의 경우, 감시 정보는 각 포인트의 논리 값(boolean)이다. 포인트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센서노드의 경우, 감시 정보가 온도, 연기, 온도 변화량 등의 수치이다. 이는 AIU에

서의 포인트 논리 값과 같은 레벨인데 차이가 있다면 AIU의 포인트 타입은 화재 유무만 존재하고 센서노드

의 경우는 온도, 연기 등과 같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포인트는 타입과 값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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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U와 센서노드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수집하는 수집자(collector) 역할을 하게 된다. AIU는 기본적으로 화

재 유무를 판별하는 48개의 포인트를 수집하고, 센서노드는 온도, 연기, 열 등에 해당하는 포인트 종류 개수

만큼의 포인개를 수집하게 된다.

AIU는 센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출 장치 단에서 각 AIU에 직접 통신하

여 포인트 값을 취해야 하므로 연동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다. 센서 게이트웨이가 각각의 센서노드들의 포

인트를 취합하듯이 각각의 AIU들의 포인트를 취합하는 중개자가 필요하다. AIU 게이트웨이를 두면 센서 게

이트웨이와 같은 레벨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센서 게이트웨이와 AIU 게이트웨이와 같은 중개자들을 표출 장치, 즉,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이 직접 통신

하여 최하단의 포인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새로 추가되는 장치들이 생길 때마다 새 

게이트웨이와의 채널을 추가하는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새로 추가되는 장치의 게이트웨이 드라이버를 관

리할 수 있는 드라이버 관리자를 두면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은 수정하지 않고도 확장이 용이해진다. 이를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로 칭하며,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가 포함된 제안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 시스템 구조

Fig 3. Architecture of proposed system

A 장치, B 장치 등은 수집자 레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센서노드와 AIU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장치들은 복

수가 존재하며 복수의 장치들로부터 포인트 정보를 취합하는 중개자 레벨에 해당하는 것이 A 드라이버, B 드

라이버 등이다. 센서 게이트웨이, AIU 게이트웨이가 여기에 속한다.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는 여러 개의 드라

이버들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포인트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최상위의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은 확장 드

라이버 관리자와의 통신만으로 최하단의 포인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가 포인트 정보들을 계층적으로 얻어오는 프로토콜 구조이다.

그림 4. 확장 드라이버 리자 로토콜

Fig 4. Protocol of Expansible drive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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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현

설계를 바탕으로 C++ MFC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그림 5, 6은 각각 센서 드라이버와 AIU 드라이버를 

나타내고 그림 7은 이들을 관리하고 통신하는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의 실행 화면이다.

그림 5. 센서 드라이버

Fig 5. Sensor driver

그림 5는 센서 드라이버의 실행 화면이다. 여러 개의 센서 게이트웨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고, 센서 게

이트웨이를 선택하면 해당 게이트웨이에 등록된 센서노드들의 포인트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종류와 값이 쌍

을 이루는 하나의 포인트로써 구동하면 리스트의 센서 게이트웨이와 주기적으로 통신하여 최신의 포인트 정

보를 갱신하게 된다.

그림 6. AIU 드라이버

Fig 6. AIU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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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AIU 드라이버의 실행 화면으로 AIU 드라이버 역시 여러 개의 AIU 게이트웨이를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AIU 게이트웨이를 선택하면 해당 게이트웨이에 등록된 AIU들의 리스트와 포인트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센서 게이트웨이와는 달리 48개의 고정 포인트를 갖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림 7. 확장 드라이버 리자

Fig 7. Expansible driver manager

그림 7은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의 동작 모습이다. 드라이버 리스트에 연결된 센서 드라이버와 AIU 드라이

버가 표시되고 드라이버를 선택하면 해당 드라이버가 관리하는 모든 포인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동하

면 연결된 드라이버들에게 주기적으로 정보 요청을 하고 드라이버들은 최신 정보로 갱신된 포인트 정보를 드

라이버 관리자에게 전송해준다. 최신 정보가 누수 없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최상단의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의 

정보 요청 주기가 가장 짧아야 하고 하위 단으로 내려갈수록 같거나 길어진다.

그림 7을 살펴보면 포인트 리스트가 보이는데 ID는 모든 포인트가 같은 고유 식별자로 그 구성은 다음 4

개의 필드에 의해 정해진다. DR_ID는 드라이버 ID 값으로 여기서는 AiuDriver#1의 ID값이다. GW_ID는 게

이트웨이 ID로 AiuDriver#1이 관리하는 게이트웨이 중 ID:1의 게이트웨이에 해당한다. DEV_ID는 장치 ID로

써 AiuDriver#1의 1번 게이트웨이가 관리하는 ID:101 AIU를 나타낸다. P_ID는 포인트 ID로 ID:101 AIU의 

첫 번째 포인트를 가리킨다. KIND는 이 포인트의 분류로 논리 값인지 수치인지 구분해준다. TYPE은 포인트

의 종류를 나타낸다.

이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는 구동과 함께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의 접속을 대기하고 있으며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과 연결되면 주기적인 요청에 의해 해당 포인트 값을 찾아서 응답해준다.

3. 결론

본 논문은 도시철도 역사 내의 화재 감시를 위한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에서 각 감시 장치 연계 업그레이

드를 용이하게 하는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감시 시스템이 고정된 감시 장치를 사용하

여 한정된 센싱 정보만을 보여주던 것과는 달리 제시한 시스템은 기존 감시 장치와의 연동은 물론 새로 개발

되고 추가, 운영되는 장치들을 유연하게 확장하여 이들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종합 상황 판단에 반영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제안된 시스템은 환경 설정을 통해 공통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새로운 장치의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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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에 접속하여 규격화된 타입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한 정보들을 정의된 태그에 따라 종합 상황 판단 시스

템에 전달한다. 설계대로 구현한 프로그램으로 실험한 결과, 각각의 센서노드와 AIU들이 처리하는 모든 포인

트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으며 종합 상황 판단 시스템이 원하는 포인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감시 장치 연계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수정 없이 장치들과 연동되는 드라이버 관리자

와만 통신하면 되므로 쉽고 유연한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동 중인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확장 드라이버 관리자가 시스템 독립적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포인트 값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표출장치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수 효과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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