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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nding machines to release single-use RF(Radio Frequency) transport cards at Seoul Metro 

stations are operated under unmanned facility and have release & charge function.

  This Paper introduces function, configuration of vending machine to release single-use RF  

transport cards, the basic concepts & overview about vending machine's operating system. And 

suggests programming procedure to develop OS image of Windows Embedded operating system 

which is onboard the main board's electronic circuitry.

1. 서론

  역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1회용 RF교통카드 발매기는 고객이 이용하는 무인시설장비로서,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1회용 RF카드 발매와 충전이 고객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RF교통카드 

시스템 장비가 신뢰성 있게 운영되고 유지보수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려면 장비의 내부적인 모듈들의 구

성형태와 동작상태를 알고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이해함에 있다. 그리고 1회용 RF교통카드 발매기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윈도우 임베디드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내용을 소개하고, 운영체제 이미지 

프로그램 개발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장비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2. 본론

2.1. 1회용 RF교통카드 발매기

2.1.1. 1회용 RF교통카드 발매기의 개요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는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직접 승차권을 구매 하거나 교통카드(선불, 정

기권 등)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비이며, 1회용 승차권 발매 및 교통카드 충전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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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모듈 설    명

사용자 화면 고객 조작용 22“형 터치스크린 

신분증 인식기 우대용 카드 발매용 (인식속도 3초 이내)

RF 충전모듈 선불카드 충전용 ( ISO14443 Type A/B,  13.56Mhz)

지폐 방출기 거스름돈 지급용 ( 용량 2000매, 처리속도 4매/sec이상)

동전처리 장치 거스름돈 지급용 ( 순환호퍼 4개, 예비호퍼 2개)

지폐처리 장치 지폐입수용 (지폐함 용량 1000매, 처리속도 2초 이내)

RF카드발매 장치 1회용 카드 발매용 (스태커방식, 적재함 750매*2개) 

운영자 화면 운영자 조작용 10.4“형 터치스크린 

2.1.2.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구성

 

 

  

  

       그림1.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의 내부구조                      그림2.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2.1.3.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구성모듈

2.2.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에 탑재된 윈도우즈 임베디드 운영체제

2.2.1.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의 이해

  윈도우즈 XP Pro의 강력한 기능과 성능, 안정성 등을 13,000개 이상으로 나누어진 바이너리 컴포넌

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는 이러한 윈도우즈 XP의 최신기술을 보다 작은 크기로 집약하여 최적

화된 32bit OS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으며, 최신 웹 브라우징 기술, 임베디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

러 특화된 기술, 즉 Embedded Enabling Features (EEF)를 지원한다. x86 PC 하드웨어 플랫폼을 대

상으로 동일한 환경과 기술로 하드웨어 플랫폼 개발을 편리하게 함과 동시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2.2.2.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의 개발도구

  윈도우즈 Xp 임베디드 스탠다드는 더욱 빠르고 완벽한 개발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윈도우 임베디드 

도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도구(Tool), 데이터베이스 엔진(Database Engine), 데이터베이스

(Database) 크게 세 가지의 구성요소들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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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겟 디자이너(Target Designer)

대상 디바이스용 부팅 가능한 런타임(Run Time) 이미지 작성에 이용하는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나. 컴포넌트 디자이너(Component Designer) 

그래픽 개발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디바이스를 정의하고 그것을 디스크로 저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개발 도구이며, 컴포넌트 디자이너 도구를 이용하면 컴포넌트 개체정의를 .sld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 파일은 .sld 확장명을 가진 XML 파일이다. 

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Database Manager) 

컴포넌트 디자이너 및 타겟 디자이너 툴이 사용하는 구성 요소 데이터베이스와 레지스트리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라. 타겟 애널라이저(Target Analyzer) 

타겟 애널라이저 임포터(import)는 타겟 디자이너를 이용하여 런타임 이미지로 구축할 수 있는 해

당 구성(Configuration)을 만들어 준다.

 

그림3.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개발도구

2.3.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개발도구에서 운영체제(OS) 이미지의 개발절차

2.3.1.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도구 툴킷 설치부터 이미지 배포까지의 개발순서

① Windows Embedded Standard 의 개발프로그램 설치

② 개발대상 시스템의 분석

③ 대상 하드웨어 정의파일 Import & 매크로 컴포넌트 작성 

④ 컴포넌트 Database에 등록하기

⑤ Device Driver & Application 컴포넌트화

⑥ 컨피규레이션 작성 및 설정

⑦ Dependency Check

⑧ Run-Time Image Build.

⑨ FBA(First Boot Agent)

⑩ 완성된 이미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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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윈도우즈 임베디드 이미지의 개발과정

2.3.2. 윈도우즈 XP 임베디드 운영체제의 런타임 이미지 작성

  타겟(Target) 보드에 대해 하드웨어 정보를 추출하고(TAP.EXE사용) 그것을 가지고 타겟 디자이너

에 import 하면, 하드웨어와 관련된 디바이스가 컴포넌트로 바뀌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타겟 

보드의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윈도우즈 Xp의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하고 일치하는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작업이다. 이것을 토대로 디펜던시 체크를 통해서 관련된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추가 시키고, Build를 하게 되면 최초의 OS 이미지가 만들어 진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되어진 Hard 

Disk나 혹은 Compact Flash 등에 복사를 하여 FBA 과정을 거치게 되면 XPE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가. 운영체제 이미지 제작(Build) 과정

   타겟보드(Xp Pro설치됨) 

-> TAP.EXE실행 

-> devices.pmq생성 

-> Target Designer에 Import 

-> Dependency Check 

-> Error Check 

-> Add Component 

-> Dependency Check 

-> Build 

-> OS 이미지 해당 파티션에 복사 

-> 부팅 

-> FBA 

-> XP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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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체제 이미지 빌드의 개발절차와 개발도구의 화면

 

  그림5. OS 이미지 개발절차                   그림6. 개발도구 타켓 디자이너의 화면구성

  

그림7. 개발도구 컴포넌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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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 Designer 개발도구를 통해 작성된 컴포넌트 정의파일(.sld file)을 Windows 

Embedded Standard의 데이터베이스에 Import 하여, Target Designer 개발도구에서 사용 가능하도

록 구성하여 준다. 또한, 서버 위치 변경, 컴포넌트 및 레퍼지터리 (Repository)관리 등과 같은 데이터

베이스 관리 작업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8. 개발도구 타켓 디자이너

  Target Designer 도구는 개발시스템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운영체제 구성(Configuration)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개발도구로 Windows XP Embedded Standard 에서 바이너리 파일들과 레지스트리 

키들을 모아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운영체제 이미지를 생성한다. Run time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추가

한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의존성 체크(Dependency Check)를 실행함으로 컴포넌

트들을 점검과 함께 시스템 관련 부분은 자동으로 추가하게 된다. 의존성 체크가 끝난 후 시스템 구성

을 보면 이미 많은 컴포넌트들이 추가되어 있어, 컴포넌트들 중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최적화 작

업이 필요하다. 최적화 작업이 완료되면 Image Build 과정을 통해 운영체제 프로그램 이미지를 생성

하게 된다. WES(Windows Embedded Standard) 운영체제 이미지를 개발대상 시스템에 복사한 후 전

자회로로 구성된 시스템을 시동하면 C 드라이버로 부팅하게 된다.

  개발 시스템이 처음 부팅될 때 FBA(First Boot Agent)가 실행되어 운영체제(OS)를 구성 및 초기화

하고, 리소스를 자동으로 구성(Configuration)에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FBA의 목적은 부팅할 때마다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설정 및 다양한 OS 태스크를 실행함으로써, 시스템 레지스터리를 구성하여 빌

드(Build)과정에서 시행할 수 없는 동작이나 런타임(Run Time)에서 실행을 편리한 작업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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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회용 RF교통카드 발매․충전기에 윈도우즈 임베디드 운영체제(Windows Xp Embedded Operate 

System)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시스템 메인보드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운영된다. 본문에 소개

한 동일한 방법으로 1회용 RF교통카드 발매․충전기의 운영체제(OS)도 프로그램 개발도구를 통하여 

“운영체제(OS)” 프로그램 파일이 시스템 메인보드의 플래시 메모리에 탑재하여서 운영한다.

  시스템 하드웨어를 제어․관리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최대한 발

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제공하며, CPU의 타임 스케쥴을 관리해주는 역할도 병행한다. 이처럼,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개발방법을 습득하고 개선하여 “윈도우즈 임

베디드 운영체제” OS 이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윈도우즈 임베디드 운영체제” OS 이미지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향상된 기술로 효과적인 개발이 되도록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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