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전철용 고장기록장치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The design concept of the event recorder system for high speed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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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vent recorder system, owing to the advance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is independently installed in most on-board electronics and given

integrated management by on-board monitoring equipments. However, since the

safety oriented equipments such as signalling devices, train protection systems, and

train radios have been mounted on trains recently, the existing on-board

monitoring device is no longer reliable enough for permanent preservation of data

from train crashes or fires.

This study has pointed out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described the

designing concept of the fault recording system for high-speed train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train management program.

1. 서론

고속열차에 사용되는 고장기록장치는 열차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열차의 기능을,․
감시하며 열차 사고시 책임소재 파악 신호설비의 유지보수 및 고장 분석 등을 위해 사용되는, ,

중요한 장치이다.

이러한 고장기록장치는 통신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차상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전자장비 내

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차상모니터링장치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

최근에는 차상에 신호장치 열차방호장치 열차무선장치 등과 같이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들이, ,

탑재되고 있어 열차 충돌 및 화재발생시 데이터의 영구 보존을 위해 종전의 차상모니터링장,

치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열차의 충격 충돌 및 관통 화재 화학약품 접촉 자기장 및 수압 등에 의한 사고 발, , , ,

생시 고장기록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고장기록모듈, (Rugged Memory Module)

에 필요한 운영조건과 보호조건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고장기록장치 시스템을 설,

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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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고장기록장치의 필요성

인명과 재화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것이 모든 교통수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

이다 철도는 육로 해운 항공에 비해 위해요소가 적으며 일정한 궤도를 달리고 있어 고속운전을 할. , ,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서 타 수송수단에

비해 높은 안전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철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사례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기술적 혹은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속열차의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년에 개통된 일본의 신간센은 개통 이후 경미한 사고가 있, 1964

었지만 승객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년 미시마역에서의 인사사고와 함께, . , 1995 2001

년에도 인사사고가 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년 월 니가타 현에서 진도 이 넘는 강1 . 2004 10 ( ) 6新潟

진이 발생하여 신칸센 고속열차가 개통 년 만에 처음으로 탈선했으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40

하지 않았다 그 외 기지로 회송 중인 신칸센 열차의 탈선 터널 내 낙석 사고 등이 전부였다. , .

프랑스의 는 년 개통 이후 건의 탈선 화재 및 건널목 사고가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TGV 1981 12 , ,

생하지 않았다 동물이 뛰어드는 일 운행중 출입문이 열린 일 운행 중 창문의 파열 레일 위에 콘. , , ,

크리트가 놓인 일 및 테러 등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년 개통한 독일의 경우 년 하노버 인근 에스체데에서 바퀴의 균열로 인한 탈선으로 열1991 , 1998

차가 인근 교각과 충돌하면서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터어키에서는100 , 88 .

년 월 터키 북서부 사카랴주에서 새로 도입한 고속열차가 탈선해 명이 사망하고 명 이상2004 7 36 79

이 부상했다 이 사고는 이스탄불 앙카라 노선의 고속열차가 개통 한 달 만에 기존의 노후한 철로. ∼

를 그대로 이용하다가 곡선부위에서 발생하였다.

그 외 일반열차에 있어서도 운전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 건널목사고 및 차량 시설노후화에 따른, ·

열차고장과 신호장애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기준의 강화 안전설비의 보강. , ,

시험인증의 제도화 재해예측이나 복구지원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유럽에서, .

사용하고 있는 ERTMS/ETCS(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 System/European Train

차상신호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는 보다 진보된 고장Control System) JRU(Juridical Recorder Unit)

기록장치의 대표적인 일례이다 이 장치는 와 함께 열차간 네트워크. DMI(Driver Machine Interface)

를 통해 와 연결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시 필요한 모든EVC(European Vital Computer) Juridical

를 지속적으로 저장한다Data .

2.2. 고장기록장치의 요구조건

2.2.1. 운영조건

고장기록장치는 열차의 어떠한 전자장비보다 일찍 기동 하고 가장 늦게 정지(earliest wake-up)

하도록 하며 작동 중에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토록 설계되어야 한다(last sleeper) , .

전 구간에 걸친 주행정보 와 매 시간 최근의 정보 를 저장하는 별(long journey) (end of journey)․
도의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행중에 고장기록장치는 선두차와 후두차에서 동시에 동작하여야 한다.․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장된 내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자기 진단기능을 통해 처음 동작시와 정상 운행중에 지속적으로 자기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통신포트를 가짐으로써 차상 또는 지상에서 분석용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2.2.2. 메모리 모듈의 보호조건Rugged

메모리 모듈은 충돌 시 발생하는 거대한 충격에 대해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특별히Rugged

제작된 메모리 모듈을 사용해야 한다 모듈의 덮개는 기계적인 힘으로부터 내부 전자회로를 보호하고. ,

내부의 기계적 구조는 메모리 칩이 위치해 있는 코어에 고온의 열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록 모듈과의 고속통신을 위해 통신 케이블은 전자기파를 차. (logging)

단하는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 모듈은 충격 충돌 및 관통 화재. Rugged , , ,

화학약품 접촉 자기장 및 수압 등에 관련된 사고 시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이러한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와Rugged GM/RT2472(2002.6.1, Issue 1) IEEE

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표 과 같다1482(1999,6.26, Issue 1) , [ 1] .

2.3. 고장기록장치 적용 일례KTX

2.3.1. 기록파일의 특징

의 고장기록장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속도 및 고장기록장치KTX (Speed

가 모든 운전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운행기록 유지관리에 활용하and Event Recorder) ,

며 만일 사고의 경우에는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사고 원인규명 및 수습에 도움,

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고장기록장치는 요구조건 사양에 부합하는 긴 주행파일 최근 주행파일. (LP),

그리고 고장파일을 포함하며 각 파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FP) , .

긴 주행파일(LP, long journey)①

열차주행 중 발생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주기록 파일․
카세트 또는 내에 위치(Cassette K7)․
자차의 정보가 주어지는 제어동력차에만 기록SB․
비트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며 정도의 저장능력2M , 5000km․
최근 주행파일(FP, end of journey)②

구 분 GM/RT2472 (2002.6.1, Issue 1) IEEE 1482(1999,6.26, Issue 1)

충격 시험
에 의100g, 10ms, EN60068-2-27

한 half sine

최대 반복 충격 펄55g, 100ms , half sine
스 내 최소, curve 28m/s2 가속 개의 기, 3
본 축 각각의 방향

충돌 시험
각 면 중앙부분과 각 대각선 반대모
서리의 중앙부분에 분간 로1 20kN
가함

로 분간 가함110kN 5

관통 시험
무게 둘레 의 강철 핀을23kg, 6.4mm 1.5m
높이에서 떨어뜨림

화재 시험 에서 분간 가함700 5℃
에서 분간 가한 후 에서650 30 , 300 60℃ ℃

분간 가한 후 에서 시간을 가함, 100 5℃

화학물질 시험

일반 외부온도에서 다음 물질들에
각 분간 담금60 :
일반 수돗물․
소방제 거품형( ) (AFFF)․
냉각제 형R134A․

다음 각 물질들에 대해 시간씩 담금48 :
급 디젤유1, 2․

수돗물․
소금물․
윤활유․
소방제 액체형 에 분간 담근 후 시간( ) 10 , 48
동안 건조한 지역에 방치함

자기장 시험
기록장치의 중앙으로부터 거리1m
에서 의 전류를 비0~64kA 107A/s
율로 상승시킴

수압 시험 소금물 깊이 에 일간 담금15m 2

표[ 1 메모리 모듈의 보호능력] Rugged



열차주행 중 발생한 최근 정도의 사건을 기록75km․
선입선출 형태로 기록하는 순환형 파일(FIFO)․
정보와 관계없이 전후부 동력차에 모두 기록SB․

하나의 파일은 고장기록장치의 상주메모리에 위치하고 다른 파일은 카세트내에 위치,․
상주메모리는 비트 카세트는 비트의 형태의 메모리에 저장65K , 56K EEPROM․
결함파일(fault)③

기록계 관련 결함을 카세트 및 기록계에 위치한 각 비트 형태의 메모리에 저장1K EEPROM․
2.3.2. 기록장치의 한계

의 고장기록장치는 년대 말에 설계된 기술로서 당시의 기록저장 능력이 부족한 메모리KTX 1980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현시되는 신호정보 날짜와 시간 상대거리 속도정보ATC , , , ,

운전자의 운전반 조작행위 이력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장비의 일부 동작내용 운전자 정보 열차의, , ,

국부적인 상태 등만을 기록하고 있어 지상에서 열차의 고장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없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호장치 열차방호장치 열차무선장치 등과 같이 차상에 장치가 추. , ,

가될 경우 이들 장치와 유연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열차의, , 충돌 및 화재 등이 발생하

였을 경우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

2.4. 제안된 고장기록장치 시스템의 구성

그림 은 제안된 고장기록장치 시스템 구성도를 보인 것이다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현1(b) .

재 사용하고 있는 고장기록장치와 동일하나 장치의 추가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KTX ,

신포트의 증대와 차상컴퓨터제어장치 로부터 실시간 열차의(OBCS, On-board Computer System)

상태정보를 신속하게 기록하기 위해 국제표준으로 규정된 TCN(Train Communication Network)

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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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장기록장치 시스템 구성도



제안된 고장기록장치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록파일 정보①

비트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여 긴 주행파일 관리 박 일 박 일 분량8M (3 4 -->7 8 )․
최신 포트를 추가하여 신속한 데이터USB 2.0 down logging․

신호장치에서 기록하는 데이터를 통합관리ATP JRU(Juridical Recorder Unit)․
차상컴퓨터제어장치 에서 이중으로 관리하는 고장기록내용을 고장기록장치로 일원화(OBCS)․
인터페이스의 유연성 확보②

추가되는 장치와 자유로운 인터페이스를 위해 직렬통신 모듈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차상컴퓨터제어장치에서는 고장처치 용 데이터베이스만을 관리하고 차량운행정보(fault handling) ,․
역간정보 열차번호 방송정보 등 시스템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차상에서( , , ) PCMCIA

이 가능한 메모리 모듈 을 사용up-loading (MEMP)

․ 차상컴퓨터제어장치 로부터 실시간 열차의 상태정보를 신속하게 기록하기 위해 국제표준(OBCS)

으로 규정된 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토록 설계TCN(MVB, WTB)

저장된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③

․ 열차의 충돌 및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및 운영RMM(Rugged Memory Module)

2.5. 데이터 분석장치

고장기록장치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는 지상분석장치 로부터 열차의 고장(depot analysis system)

상태 및 운행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서 그림 와 그림 에 한 일례를 보였다, 2 3 . 46

편성을 운행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전라 호남선에 추가적으로 열차를 투입시, /

에는 최신의 컴퓨터 환경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3. 결론

열차의 충격 충돌 및 관통 화재 화학약품 접촉 자기장 및 수압 등에 의한 사고 발생시 고장기록장, , , , ,

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고장기록모듈 에 필요한 운영조건과(Rugged Memory Module)

보호조건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고장기록장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였다 향후 호남전라선 고속열차 사양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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