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현대로템(주), 통신제어개발팀

E-mail : gshong@hyundai-rotem.co.kr

* 현대로템(주), 통신제어개발팀

** 현대로템(주), 통신제어개발팀

*** 현대로템(주), 통신제어개발팀

TCN을 이용한 분산형고속열차 차세대 진단제어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CN based Train Diagnostic and Control System of the 
HEMU

                   홍구선†           박성호*         신광균**          신명준***

Goo-Sun Hong     Seong-Ho Park   Kwang-Kyun Shin    Myong-Jun Shin

ABSTRACT

The Train Diagnostic and Control System(TDCS) has been equipped on the modern Metro Vehicle, Locomotive 
and High Speed Train. The main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support the identification of train status by real-time, 
the fast action against such failure events during revenue service and the fast convenient maintenance processes. 
Some of newest TCMS, a kind of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has participated in the main control functions 
such as pantograph up and down, powering and braking command and so on. But these kind of control functions 
of the high speed train which has the operating speed over 300km/h are conducted by the train electrical logic 
circuits. The KTX-I and KTX-II - the local high speed train, are the typical example. The next generation TDCS 
for the ongoing project of distributed high speed train(HEMU) is designing with the target to increase main train 
control functions, to increase the reliability/avalibility and to increase the convenient driving. This paper introduces 
the overall configurations and functions of the new generation TDCS. 

1. 서론

현대의 국내외 전동차, Locomotive 및 고속열차는 기본적으로 진단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

한 시스템은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고장과 같은 이례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 및 운

행 후 유지보수 지원 등을 기본 기능으로 갖는다. 몇몇 전동차의 전단제어시스템은 차량의 팬터그래프 

제어, 추진 및 제동 명령제어 등의 주요 차량제어 기능을 갖고 있으나, 운행속도 300KPH를 넘는 고속

열차에서는 종래와 같이 주요 차량제어를 전기회로에 의해 수행하도록 설계 및 제작 되었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KTX-1과 KTX-산천은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로서 상기의 주요 제어를 차량 전기회로에 의해 

수행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에서는 주요 차량제어기능 증대, 신뢰성/가용성 

향상 및 사용상 편리성 향상을 기본 목표로 차세대 고속열차용 진단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세대 진단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시스템 Configuration 비교

그림 1, 2, 3은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KTX-1과 KTX-산천의 시스템 구성도와 개발 진행 중인 

분산형 고속열차의 시스템 구성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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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TX-1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KTX-산천 시스템 구성도

국내 최초의 고속열차인 KTX-1은 차량의 진단제어 시스템으로 OBCS(On-Board Computer 

System)가 적용되어 있으며, OBCS의 구성은 화면장치인 TECA, 동력차 컴퓨터인 MPU(Main 

Processor Unit)와 APU(Auxiliary Processor Unit), 객차 컴퓨터인 TPU(Trailer Processor Unit) 및 

견인제어장치인 MBU(Motor Block Unit)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MBU는 KTX-산천의 모터블럭과 

같은 기능을 갖는 장치이다. 

각 차량에 설치된 OBCS 구성품인 MPU, APU, MBU 및 TPU를 연결 하기 위해 TORNAD 네트워크

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이중화된 물리적 Bus 방식과 논리적 Tocken Ring 네트워크 제어방식을 따른다. 

또한, 동력차 및 객차에 설치된 OBCS 구성품과 에어컨 제어장치와 같은 각종 하부장치는 로컬 통신으

로 RS-485, 20mA Current Loop 및 RS-422의 범용 시리얼 통신방식을 적용하였다.

  

한국형 고속열차(G7) 개발 프로젝트를 거쳐 최초 국내개발 및 운영 중 인 KTX-산천 고속열차에 적

용된 진단제어장치(TDCS)는 화면장치인 DU, 주제어장치인 CCU(Central Control Unit)와 차량제어장

치인 VCU(Vehicle Control Unit)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어 CCU는 동력차 Cubicle내에 CCU1과 CCU2

로 이중화 구성되어 있다.

각 차량에 설치된 TDCS 구성품인 CCU와 VCU간 연결은 IEC61375-1을 따르는 TCN-WTB(Wire 

Train Bus)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이중화된 물리적 Bus방식과 Multi-drop & Polling의 논리적 제어방

식을 따른다. 또한, TDCS의 구성품과 각 하부장치는 로컬 네트워크인 TCN-MVB(Multifunction 

Vehicle Bus)와 범용 시리얼 통신인 RS-485 및 RS-422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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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EMU 시스템 구성도

그림 4. KTX-1 Tornad 네트워크 결선

그림 5. KTX-산천 TCN-WTB 네트워크 결선 

그림 6. HEMU TCN-WTB 네트워크 결선 

현재 개발 진행되고 있는 400KPH급 분산형 고속열차에 적용을 위한 TDCS는 현재 운영중인 KTX-

산천의 구성과 같이 DU, CCU 및 VCU로 구성되며, 차량간 네트워크 및 차량내 네트워크도 KTX-산천

에 적용된 TCN-WTB, TCN-MVB가 적용된다. 

그림 4, 5, 6은 KTX-1, KTX-산천 및 HEMU의 차량간 메인 네트워크의 결선을 보여준다. 그림 4와 

같이 KTX-1의 Tornad 네트워크는 2개의 twisted pair cable이 개별로 차량 jumper 케이블((A) 참조)

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로 이중화 구현을 하였으며, 이는 네트워크 케이블 계통의 신뢰성(Reliability)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림 5와 같이 KTX-산천은 2개의 twisted pair cable이 차량내에서 개별로 이동하나, 차량간 연결은 

1개의 jumper 케이블((A) 참조)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이다. 

그림 6과 같이 HEMU에서는 2개의 twisted pair cable이 KTX-1과 같이 서로 다른 2개의 jumper 케

이블((A) 참조)을 통해 TCN-WTB를 연결하여 KTX-산천 대비 메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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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CN 네트워크 개념 도 

Characteristics Wire Train Bus Multifunction Vehicle Bus

Medium

shielded, twisted wire 

pair, 120ohm(860m, 

32nodes)

- ESD : twisted wire pair, biased RS-485(20m, 

32nodes);

- EMD : shielded twisted pair isolated by 

transformer(200m, 32devices);

- OGF : optical glass fibre with star coupler 

(2000m, 2devices)

Physical redundancy duplicated physical medium

Signaling data rate 1.0Mbps 1.5Mbps

Basic cycle 25ms 1ms

Physical address point-to-point and broadcast

Useful frame size variable : 4-132octets quantified : 16, 32, 64, 128 and 256 bits

Medium allocation by one master

Link_layer service

Process Data : cyclic broadcast source-addressed datasets

Message Data : sporadic point-to-point or broadcast datagrams

Supervisory Data : sporadic/cyclic data for bus management

도표 1. TCN-WTB 및 MVB 사양 

2.2. TCN 네트워크 소개

그림7은 IEC61375-1(Second Edition, 2007)에 기반한 TCN 네트워크의 개념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차량내 설치된 "Node"는 위치에 따라 TDCS CCU 및 VCU를 의미하고, 각 노드를 연결하는 "Train 

Bus"가 TCN-WTB이고, 차량내에서 노드와 devices를 연결하는 "Vehicle Bus"는 TCN-MVB를 의미한

다. 그림에서 Node의 역할을 하는 CCU와 VCU는 해당 장치와 연결되는 로컬 네트워크와 차량간 네트

워크를 연결하는 Gateway 기능을 수행한다.

차량간 메인통신인 TCN-WTB는 최대 860m의 네트워크 길이에 최대 32개의 노드를 연결하고, 네트

워크 속도는 1.0Mbps를 갖는다. 로컬통신인 TCN-MVB는 3가지(ESD, EMD, OGF) 방식을 지원하며, 

KTX-산천 및 HEMU에는 EMD 타입을 적용한다. EMD 타입은 최대 200m의 전송길이와 32개 장치를 

연결할 수 있으며, 1.5Mbps의 전송 속도를 갖는다. 상세 내용은 도표 1을 참조한다.

그림 8은 MVB의 데이터 송수신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MVB는 하나의 마스터 device와 

여러개의 슬레이브 device로 구성되고, 마스터의 스케즐링에 의해 통신이 제어된다. 마스터는 자신의 내

부에 지정된 포트(Port)테이블에 의거 마스터 프레임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devices에 multi-drop으로 

전송한다. 모든 Devices는 마스터 프레임을 수신하고, 자신의 내부에 지정된 포트 테이블을 근거로 수

신된 마스터 프레임을 분석한다. 임의 슬레이브 device에서 마스터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포트 

테이블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마스터 프레임에 대한 슬레이브 프레임을 송신한다. 슬레이브 프레임은 

multi-drop에 의거 MVB에 연결된 모든 devices로 전송되고, 모든 devices는 수신된 슬레이브 프레임을 

자신의 내부에 지정된 포트 테이블과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하나의 

telegram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MVB 네트워크가 수행된다. MVB의 기본 통신 주기는 1ms이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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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WTB Telegram

그림 8. MVB Telegram

주기 이내에 몇 회의 마스터-슬레이브 telegram이 수행되는 가는 슬레이브 프레임의 데이터 크기에 따

라 결정된다. 

그림 9는 WTB의 데이터 송수신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WTB는 MVB와 같이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여러개의 슬레이브 노드로 구성되고, 마스터의 스케즐링에 의해 통신이 제어된다. WTB의 telegram 과

정은 기본적으로 MVB와 같다. 마스터 노드는 자신의 내부에 지정된 포트테이블에 의거 마스터 프레임

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노드에 multi-drop으로 전송한다. 모든 노드는 마스터 프레임을 수신하고, MVB

와 같이 마스터 프레입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슬레이브 프레임을 multi-drop으로 타 노드로 전송한다. 

또한, 노드는 수신된 슬레이브 프레임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하나의 telegram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WTB 네트워크가 수행된다. WTB의 기본 통신 주기는 25ms이며, 기본주기 이내

에 몇 회의 마스터-슬레이브 telegram이 수행되는 가는 슬레이브 프레임의 데이터 크기에 따라 결정된

다. 

2.3. TDCS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기본적으로 진단제어시스템은 운전자 및 유지보수 요원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화면장치, 차량의 정

보획득 및 그에 따른 진단 및 제어기능 수행을 위한 제어랙으로 구성된다. 국내 운영중인 KTX-1과 

KTX-산천의 진단제어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또한 이를 따르고 있다. 도표 2는 KTX-1, KTX-산천 및 

HEMU의 하드웨어 구성을 보여준다. 

단, KTX-1과 KTX-산천의 화면장치의 현시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림 10과 같이 KTX-1은 운

전 주요정보를 아날로그 게이지와 램프로 현시하고, KTX-산천은 아날로그 현시내용을 화면장치에서 

현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관련 정보만 안날로그 게이지 및 램프로 현시하고,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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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KTX-1) KTX-1 KTX-산천 HEMU

DU(TECA)
- CRT 모니터&키패드

- 단색

- RS232 I/F

- 터치 TFT LCD 모니터

- 칼라, 10.4inch

- MVB, USB I/F

- 터치 TFT LCD 모니터

- 칼라, 10.4inch

- MVB, USB I/F

CCU1(MPU) - 21 inch Rack

- MC68020

  (32bit, 16MHz)

- 데이터기록: 4Mbyte

- 21 inch Rack

- MPC860T

  (32bit, 50MHz)

- 데이터기록: 32Mbyte

- 21 inch Rack

- MPC860T

  (32bit, 50MHz)

- 데이터기록: 1Gbyte

CCU2(APU)
- 21 inch Rack

- MC68020

  (32bit, 16MHz)

- 21 inch Rack

- MPC860T

  (32bit, 50MHz)

- 21 inch Rack

- MPC860T

  (32bit, 50MHz)

VCU(TPU)
- 21 inch Rack

- MC68020

  (32bit, 16MHz)

- 21 inch Rack

- MPC860T

  (32bit, 50MHz)

- 21 inch Rack

- MPC860T

  (32bit, 50MHz)

도표 2. 고속열차 진단제어장치 하드웨어 비교 

그림 10. KTX-1과 KTX-산천 현시방법 비교 

관련 정보는 화면장치를 이용하여 현시하는 최근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림 11, 12, 13은 

각각 KTX-1, KTX-산천 및 UIC612에 의한 유럽표준 운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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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TX-1 운전실

그림 12. KTX-산천 운전실

그림 13. UIC612 유럽표준 운전실

그림 14. DU2에 의한 DU1 백업

2.4. 주요 설계개선 및 기능설명

2.4.1 백업기능

차량의 신뢰성(Reliability) 및 유용성(Availability)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백업기능을 갖도록 설계

한다.

1) 화면장치 백업

운전 데스크에는 차량 상태현시를 위해 2개의 모니터, DU1 및 DU2가 설치된다. DU1에 현시되는 내

용은 기존 KTX-1의 운전데스크 상 램프 및 게이지류이다. DU1은 하나의 Screen만 갖는다. DU2는 차

량의 상세정보, 고장정보 및 각 하부장치의 상태정보등을 현시하며, 출발전시험, 유지보수 시험 및 운전

자 고장조치 안내(DAG) 기능 등을 갖는다. 운전자는 운행 중 DU1 화면을 통해 차량의 주요 상태를 확

인한다. 따라서, DU1 고장 시 DU2 화면에서 DU1의 기능을 수동 백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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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CU1과 CCU2간 백업

그림 16. VCU 백업 개념도

2) 중앙제어장치(CCU) 백업

운전실 차량에는 TDCS 중앙제어장치가 2대 설치되도록 하여 마스터와 슬레이브 역할을 하도록 한다. 

마스터(CCU1)는 기본적으로 제어의 마스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슬레이브(CCU2)는 활성화 상태이나 

제어기능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상시 마스터의 상태를 확인한다. 마스터와 슬레이브간에는 Digital 정보

로 System Flag를 갖으며, System Flag의 동작 상태를 상호 확인한다. 만약 마스터의 내부 중요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마스터의 System Flag가 정지하게되고, 슬레이브는 이를 확인하여 제어 마스터로서의 

동작을 시작한다. 

3) 단말제어장치(VCU) 백업

각 운전실 차량을 제외한 객차에는 단말제어장치가 한 대씩 설치되도록 한다. 각 단말제어장치는 해

당 차량의 하부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두 차량의 MVB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 

Segment로 연결하도록 한다. 그림 16.에서 VCU1과 VCU2, 두 차량이 하나의 네트워크 Segment로 연

결된 것을 보여준다((1)+(2)+(3) 참조). 기본적으로 VCU1과 VCU3이 동일 Segment의 MVB 네트워

크 마스터로서 동작하고, 상대 VCU, 즉 VCU2와 VCU4는 슬레이브로서 마스터의 상태감시 및 MVB 슬

레이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중앙장치 백업과 같이 VCU1/VCU3이 동작 정지하는 경우 System Flag 및 

네트워크 마스터 Frame 동작상태 확인하여 VCU2/VCU4는 각각 MVB 마스터 및 해당 Segment 마스터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 주요 제어기능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임의 VCUx의 동작 정

지시에도 견인 및 제동, 승강문 제어 등의 기본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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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CN-WTB 및 MVB 이중화 시그널 전송

그림 18. Stall 알람 기능

4) TCN-WTB/MVB 네트워크 이중화

그림 16에서와 같이 TCN-WTB와 TCN-MVB는 기본 이중화로 설계한다. 이중화된 네트워크의 라인

은 그림 17.과 같이 Line_A 및 Line_B로 구분되고, Line_A와 Line_B 상에는 상시 이중화 상태로 데이

터가 흐른다. 전송단에서는 두 라인에 일정시간(t_skew : 0.1us) 이내에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며, 수

신단 에서는 두 라인간의 시간차이(t_skew)가 8.0us 이내이면 정상상태로 인지하도록 하며, 개별 수신

단의 MVB 제어기(MVBC)는 Line_A와 Line_B의 데이터 중 먼저 정상데이터를 수신한 라인을 trust 

line으로 선택하여 해당 라인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라인은 observed line으로 설정하여 상

태를 상시 감시하도록 한다. Line_A와 Line_B 중 trust line으로 선택하는 것은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개별 수신단 측에서 데이터 수신의 시간으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임의 수신단에서 현재의 

trust line의 데이터가 비정상이고, observed line의 데이터가 정상인 경우, 다음 basic period에 해당하

는 시간인 1.4ms 후에 trust line과 observed line을 상호변경(switch over)하여 사용한다.

5) Stall 알람 기능

TDCS 중앙장치와 단말장치 내부의 주제어 보드(VCPU)와 디지털 출력보드(VDO1, VDO2)는 VME 

버스를 통해 상호 인터페이스를 수행한다. VCPU보드는 25ms 주기로 VDO보드를 Read/Write 하여 디

지털 출력 명령제어를 수행한다. VDO 보드는 VCPU에 의한 주기적 R/W를 확인하여 일정시간(약 

700ms)이상 R/W 명령이 정지한 경우 VCPU보드의 동작 정지로 판단하여 자신의 출력을 OFF 하도록 

한다. 이는 TDCS에 의한 견인/제동 제어 등 주요 차량의 기능이 제어되므로, 동일 운전실에 설치된 두 

대의 CCU가 동작 정지한 경우 안전을 위해 차량에 비상제동 체결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4.2 주요 제어기능 및 기대효과

현재 운영중인 KTX-1과 KTX-산천에 진단제어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요 차량 제어로

직은 차량 전기회로에 의거 수행된다. 따라서, 차량의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 등을 위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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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기능 관련 회로
기대효과

Cable Relay

1 운전실 선택 제어 선택스위치 위치정보 및 관련 릴레이 -4 -4

2 운전모드 전후진 제어 방향 선택기 위치정보 및 관련 릴레이 -4 -4

3 팬터그래프 제어 팬터 스위치 선택정보 및 관련 릴레이 -4 -4

4 주차단기 제어 주차단기 투입/개방 정보 및 관련 릴레이 -7 -4

5 견인/제동 명령 제어 견인/제동 모드, 명령용 PWM라인 -30 -10

6 제동 블랜딩 제어 블렌딩 명령 용 PWM 라인 -15 -0

7 승강문 열림/닫힘 제어 릴리즈, 열림/닫힘 -4 -4

8 서비스 리텐션 제어 모드설정 스위치정보 및 관련 릴레이 0 -2

9 운전자경계(VDS) 제어 VDS 조건정보 및 비상제동 제어회로 0 0

10 보조공기 압축기 제어 압축기 기동명령 제어 0 0

11 세척기모드 제어 모드 관련 릴레이 0 -1

12 후미등 감광 제어 감광스위치 정보 및 관련 릴레이 -1 -1

13 해치 동작 제어 해치제어 스위치 정보 -4 0

14 기타 진단제어기능 기타 정보 -4 -10

전체 -77 -44

도표 3. TDCS에 의한 주요 제어기능 및 관련 기대효과

도표 3은 현재 운영중인 KTX-산천 대비 주요제어기능을 TDCS로 이관한 경우 차량간 cable 감소 

및 Relay 수량 감소 측면의 기대효과를 보여준다. 

총 183개의 차량간 Hardwire cable 중 77개의 cable 감소 효과(약 42%)가 예상되며, 이에 의거 현

재 KTX-산천에서 사용되고 있는 량당 총 4개의 차량간 Jumper cable(용량 : 61pin/jumper) 중 평균 

1개를 줄일 수 있다. 이는 10량 1편성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9개의 Jumper cable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차량내의 relay 측면에서 보면, 선두 동력차 기준으로 총 137개의 relay 중 44개 relay 감소 효

과(약 32%)가 예상된다.

이와같은 cable감소, 릴레이감소 등은 차량 제작 측면에서 비용절감, 제작기간 단축 및 제작오류 감소 

등을 통해 차량의 품질(Quality)이 향상되고, 운용 측면에서 유지보수 비용절감, 고장조치 시간 단축 등

을 통해 유용성(Availability)이 대폭 증대된다.

3. 결론

차세대 분산형 고속차량(HEMU) 개발 과제어서 기존 KTX-1 및 KTX-산천에 적용된 진단 및 제어

장치(TDCS)의 성능에 차량의 주요 제어기능을 네트워크 제어로 진행하고자 차세대 TDCS의 설계를 진

행하였다. 또한, 제어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의한 차량 로직회로 대체, 그에 따른 차량 제작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저감, 제작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및 사용상의 용이성 증대와 같은 최근의 철도차량 

분야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된 TDCS는 향 후 시험차량 제작에 설치되어 실

증 시험을 진행 할 계획이다. 

본 차세대 진단제어장치가 성공적으로 개발 및 시험완료 되어 혁신적으로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가 

개발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International Standard IEC 61375-1, "Electric Railway Equipment Train Bus, Part 1 : Train

Communication Network", Second Edition 2007-04

2. 현대로템(주), “MODTRAIN과 유럽표준운전실” 비교검토 자료

3. UIC CODE 612-1 O, "Rolling stock configurations and main activated functions for 

EMU/DMU, locomotives and driving coaches", 1st Edition 2009

1627



4. 철도공사, KTX 차량관리장 고장조치서

5. 철도공사, 차량기조(수첩)

6. 현대로템(주), “진단 및 제어장치 구성품 설명서”, 2007

7. 한철도, “TCN(IEC 61375-1)을 이용한 열차진단제어장치의 실증시험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