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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ystem interface standard that are associated with additional devices like sensor nodes as 
well as fire monitoring panel, panic button and emergency call in city railroad environment. Existing fire 
monitoring panel, panic button and emergency call system is responsible for fire detection and alarm, emergency 
alarm and communication with the manager. Recently, researches that are associated with NVR-based intelligent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s and existing alarm system are activated but most of the system is dedicated to it 
existing. In order to expand devices that is supported other monitoring function, separate device configuration or 
modification of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are inevitable. In this study, interface standard between standard 
controller, integrated command center and each device that facilitate additional expansion of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and avoid the extra cost is presented.

1. 서 론

 도시 철도에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상태 및 정보를 운영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각각의 감시 화면 또는 판넬이 설치되어 있다. 하

지만 과거에 설치된 대부분의 시스템이 서로 다른 설치 업체와 설치 시기가 달라 각각 다른 표출 장치

를 사용함으로서 감시 상황에 경보가 발생시 각각의 장치들의 상황 표출 장치를 통해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최신의 시스템으로 다시 설치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현실적으로 시스템 변경이 쉽지 않다.

 최근 많은 시스템들은 타 시스템간의 통합을 포함하는 사양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통합 시스템 구축

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 철도 역사내의 감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감시 데이터의 통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영상 분석과 NVR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종합 감시 시스템을 통한 기존 시스

템들의 데이터 통합의 방안으로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스템 장비들 중 화재 감시반과 비상 버

튼 및 비상 통화 장치의 감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를 설치하고 이 장비를 통한 표준 외

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표준 프로토콜을 연계를 통한 GUI 화면을 구성하여 하나의 화면에

서 다양한 시스템의 정보를 표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감시 환경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신규 추가되는 시스템들의 표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제안함으로서 해당 프로토

콜을 연계한 장비들의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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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형 수신반 그림 3 비상버튼/비상통화장치

구분 P형 R형

신호 방식
공통 신호

접점 신호

고유 신호

통신 신호

배선 실선 배선 통신 배선

중계기의 주기능 전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접점 신호를 통신 신호로 전환

설치 건물 일반적으로 소형 건물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

화재 표시 방법 화재 표시창에 램프 점등 액정 표시창에 숫자 표시

신호 전송 방식 1:1 접점 방식 다중 전송 방식(전용신호선)

자기 진단 기능 없음 CPU에 의해 자동 진단

표 1 P형 수신반과 R형 수신반 구분표

그림 1 P형 수신반

2. 본 론

2.1 화재 수신반과 비상버튼/비상통화 장치의 구성

화재 수신반은 역사 내의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화재 센서의 정보를 취합하여 해당 센서의 값에 

따라 경보 발생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재 수신반은 신호 방식에 따라 공통 신호로 수신하느냐 

고유신호로 수신하느냐에 따라 P형과 R형으로 구분되며 역사에 따라 P형과 R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통 신호 방식은 신호 발생 장치들이 모두 공통된 신호를 발신함으로서 수신반에서는 신호를 구

분할 수 없으며 센서 감지기가 작동하게 되면 스위치가 닫혀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 신호를 수

신반에서 받아 화재 발생 경보를 발생한다. 즉 전류가 흐르는 경우와 흐르지 않는 경우의 2가지 신호만 

화재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P형의 경우 화재 구역을 별도의 회로 구성을 통해 판넬 전면에 

LED로 표시하고 해당 구역에 화재 경보가 발생할 경우 LED의 점멸과 경보음으로 상황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고유 신호 방식은 센서 감지기와 수신반간의 통신 신호를 통한 각 센서 감지기의 신호를 전송하

는 방식으로 신호 발생 장치 마다 개별적인 고유 신호를 발신하기 때문에 수신반은 각 신호들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R형은 LED가 아닌 판넬 전면에 7 Segment LED 형태로 화재 구역을 표시한다. 두 종

류의 화재 수신반은 모두 단자반을 통해 센서의 정보를 입력받으며 센서와 단자반은 모두 직접 전선으

로 연결되어 있다. 

비상버튼/비상통화장치는 그림 3과 같이 역사 플랫폼에 설치되어 역사 이용객이 긴급 상황을 역무실

에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 버튼을 클릭시 역무실의 인터폰을 울리게 되고 해당 장치의 

위치가 인터폰의 버튼에 표시되어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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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화재수신반 및 비상통화 장치 연동 블럭도

2.2 기존 시스템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성

P형 화재 수신반의 경우 센서 감지기로부터 DC 24V 입력 신호로 경보 발생 여부가 전달된다. 따라서 

해당 접점을 연계할 수 있는 통신 중계 역할의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Controller로 명칭할 때 기존 시스

템의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구성을 블록도로 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화재 수신반의 단자반으로부터 화재 센서 감지기 접점은 Relay를 통해 Controller와 연결되고 

Controller의 CPU는 자체 I/O보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게 된다. 역사내의 감지기로부터 DC 24V 신호가 

입력될 경우 Controller의 I/O 보드를 통해 입력 신호가 감지되고 Controller는 이 신호를 기존에 매핑해 

놓은 인덱스를 갖는 포인트의 값으로 변환하여 메모리 상에 갖고 있는다. 디지털영상저장장치 소프트웨

어(NVR)의 Controller 통신 드라이버는 Controller로 주기적인 데이터 요청을 통해 해당 포인트의 값을 

전송 받도록 구성한다.

 비상통화버튼 데이터의 연동은 P형 화재 수신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단자반에서 해당 버튼의 접점 

신호를 연결하여 구성하면 된다.

 R형 화재 수신반의 경우는 P형과는 달리 수신반 제작 업체의 별도 Controller가 존재한다. 즉, 센서 

감지기와의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취합하는 Controller가 있다. 따라서 R형 화재 수신반의 경우에는 

NVR에서 R형 Controller와 연계를 위한 통신 드라이버를 구현하여 센서 감지기 데이터를 연계한다.

2.3 Controller 장치

 Controller는 화재 수신반의 접점 신호를 받아 화재 감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로서 CPU와 

DI(Digital Input) 보드로 구성된다. DI 보드는 수신반의 접점 신호를 받아 인덱스를 갖는 포인트로 맵

핑해주는 역할을 하고 CPU는 DI 보드의 입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취합하고 취합된 데이터를 통신 프

로토콜을 통해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Controller는 국내에 시판되는 다양한 장치들(RTU, PLC)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

은 스펙 이상을 요구한다.

 - 통신 프로토콜 : 필요에 따라 외부 장치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범용 프로토콜(Modbus, 

DNP3.0, 기타)

 - Digital Input 채널 수 : 24채널 이상

 - Digital Input 입력 형태 : Dry Contact 입력

 - 통신 방식 : RS-232, RS-485, Etherna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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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ntroller 예시

그림 6 Master-Slave Query-Response Cycle

 서론에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화재 수신반과 비상통화장치만의 연계가 아닌 다양한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추후 연계 포인트 증설시 간단한 DI 보드 확장을 통한 별도의 설치 및 증설 비용 증가

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Controller를 사용 한다. 

2.4 표준 프로토콜 정의

 Controller에서 제공하는 통신 프로토콜은 외부의 요청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표

준 또는 범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

 표준 프로토콜의 종류는 현재 상당히 많다. 주로 전력망 감시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활

발하며 DNP3.0, Modbus, Harris등과 같은 표준 또는 범용 프로토콜이 있다. Modbus와 Harris의 경우 

기본적으로 Polling 방식 즉, Sever/Client 또는 Master/Slave 구성으로 Client 또는 Master의 요청에 대

한 Server 또는 Slave의 응답을 통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그림 4는 Modbus 프로토콜의 

Master/Slave간의 프로토콜 요청/응답 구성을 나타낸다. 이는 프로토콜의 Command Function 정의가 많

지 않고 보편적으로 간단한 구성으로서 소규모 장치들간의 데이터 통신에 적합하다. 반면에 DNP3.0은 

Polling 방식을 지원함과 동시에 SOE 기능을 갖고 있어 데이터 값이 변경될 경우 Server 또는 Slave에

서 Clinet 또는 Master로 변경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전력망 감시와 같이 초단위의 지연 

발생시 막대한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감시망의 경우 SOE 기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준 및 범용 프로토콜들 중에서 도시철도의 기존 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가장  

것은 Modbus 프로토콜이라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Modbus 프로토콜의 구성을 설명한다.

 그림 4는 Master/Slave 간의 요청/응답 프로토콜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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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Name Address Remark

01 Read Coil Status 0xxxx(bit-출력) Bit Read

02 Read Input Status 1xxxx(bit-입력) Bit Read

03 Read Holding Reg. 4xxxx(word-출력) Word Read

04 Read Input Reg. 3xxxx(word-입력) Word Read

05 Force Single Coil 0xxxx(bit-출력) Bit Write

06 Preset Single Reg 4xxxx(word-출력) Word Write

15 Force Multi Coil 0xxxx(bit-출력) Bit Write

16 Preset Multi Reg. 4xxxx(word-출력) Word Write

표 2 Modbus 프로토콜 Function Code 종류

그림 7 화재 수신반 연동 흐름

 Modbus 프로토콜은 Digital Input, Analog Input, Digital Output 데이터를 요청/응답 할 수 있으며 

화재 수신반 및 비상통화장치로부터 입력되는 값은 모두 Digital Input 값이므로 표 2의 프로토콜 

Function Code에서 Code 02, Code 04를 통해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다.

 

2.5 기존 시스템 연동 방안

 기존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Controller 장치에서는 디지털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아 데이터로 생성하

고 이 데이터는 각각 인덱스를 갖는 포인트로 변환되어 Controller의 CPU 메모리 상에서 저장 관리 되

어 진다. 또한 주기적인 I/O카드를 스캔하여 센서 및 비상 버튼의 상태 값을 실시간으로 갱신하여 갖고 

있는다.

디지털영상저장장치는 별도의 통신 드라이버(Modbus) 프로세스를 구동하고 통신 드라이버는 Serial 

또는 TCP/IP 통신을 통해 Controller와 Polling 방식으로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하여 주기적인 센서 감

지기 및 비상 버튼 상태 값을 NVR에 저장한다.

GUI형태의 종합사령실 소프트웨어(CMS)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NVR)와의 기존 데이터 통신 경로를 

통해 RTU로부터 취득한 화재 센서 및 비상통화장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GUI 화면에 표출하

고 감지기로부터 경보가 발생시 해당 정보를 화면상에 표출하도록 한다.

그림 7은 화재 수신반 데이터 연동 방안의 흐름과 종합사령실 소프트웨어(CMS)에서 표출 화면의 예

시이다.

1554



3. 결 론

 도시철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은 각각 설치되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증가하는 시스템의 수와 이를 감시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 전반적인 통합화와 맞물려 보다 효율적인 감시 시스템 운영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기 다른 타 시스템의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Controller를 제시하고 Controller를 통한 데이터를 인

터페이스 받아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도시철

도 시스템 전반적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표준 프로토콜이 제정된다면 그 또한 표준 프

로토콜 연계를 위한 장비들이 새로 만들어져야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제작/판매되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인증된 표준/범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서 타 시스템간

의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데이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스템이 개발되어 신규 설치되겠지만 기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체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을 연동하는 Controller를 설치하고 외부 인터페이스 표준 프

로토콜을 정의하여 신규 설치되는 시스템들도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한 상태로 설치된다면 하나의 감시 

화면으로 기존 및 신규 설치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모두 표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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