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267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차의 운행 중 철도에서의 여러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전, 이를 테스트 하기 위해 기차 

모형의 특정 부위나 철도 혹은 주변 요소에 아두이노 센서를 부착하여 감지된 값을 제공하고, 수집한 스트림 

데이터를 브라우저 화면에 실시간으로 출력하여 모니터링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웹을 이용하여 손쉽고 간편하게 철도에서의 상황 정보가 변화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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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철도에서의 교통 상황에서는 어떤 요인이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차나 철도, 지형지물 등 특정 대상의 상태나 가용성,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차 운행 중 철도에서의 여러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전, 이를 테스트 하기 위해 기차 모형의 특정 부위나 철도 혹은 

주변 요소에 아두이노 센서를 부착하여 감지된 값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수집한 스트림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구현해서 상황 정보의 변화를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모니터링하는 시뮬레이터의 서버에서의 동작에 대해서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II. Related works

철도를 포함한 교통 수단은 소음이나 진동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이며, 

환경 뿐만 아니라 아이, 성인의 건강에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철도 설계 중 소음 및 진동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철도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차들 간의 상호작용과 기차 길이 바깥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진동과 소음 발생의 주 원인이 된다. 이러한 

소음의 음파는 철길에서 발생하는 끼익 소리나 충돌 또는 전동 소음

(rolling noise) 현상에 의해 생성된다 [1]. 모든 소음의 원인은 서로 

다른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철도 트랙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상황을 발생시킨다. 끼익 소리 Esh는 비명 소음은 열차가 

짧은 반지름의 곡선 주위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단일 또는 복수 

톤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음과 연계되어 있다. [2] 철도는 고속도로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교통에 비해 더욱 환경 친화적인 운송 수단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일반 상황, 터널, 다리, 거주지역, 건널목 등에서의 

소음, 진동, 미세먼지, 조도, 적외선 거리 등의 센서로부터의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출력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설계 및 구현하였다. 

철도 모형과 동작하는 기차 모형 주변에 장애물이나 터널 모형, 

경사 등을 설치하고, 철도 모형이나 지형지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수치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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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Design of Detection System on the 

Railway Sensor Stream Data

1. System Architecture

1.1 IDE(Integrated Developement Environment) 환경 구성

모형에 부착된 아두이노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는 아두이노의 통합

개발환경에서 제어하여 센서에 컴파일 및 업로드되고, 서버는 이를 

제어하여 수집한 스트림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1.2 데이터베이스 설계

일정 시간동안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스트림 데이터의 값을 프로

토콜을 통해 이벤트와 함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실시간으로 응답하

여 전송하도록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1.3 Sensor API 구조 구성

컴파일 및 업로드된 아두이노의 동작을 제어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동작하는 아두이노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서버에 

이를 제공한다.

1.4 Client & Server 환경 설정

서버 간의 통신을 통해 이벤트를 주고 받아 클라이언트에 실시간으

로 데이터를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수신할 때마다 브라우저

에 수신한 정보를 출력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2. Server Push

시간 스트림 데이터 감지를 구현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으로 수집한 정보를 자동으로 출력하도록 한다. 데이터의 

수치에 경고 요소가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혹은 서버에서 

서버로 데이터나 이벤트를 전달하여 확인한다.

2.1 SSE(Server-sent events)

�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스트림을 받아 서버가 푸시하는 데이터

를 처리한다. 즉, 초기 요청 없이도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푸시할 수 있다.

� HTTP를 통해 통신하므로,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할 필요 없고, 

재접속 처리와 같은 저수준 처리를 자동으로 완성한다.

� SSE로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가 갱신될 때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푸시하여 브라우저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Fig. 2. Server-sents events

1.2 WS(Websocket)

�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동적인 양방향 연결 채널을 구성할 

수 있도록 WS API를 통해 서버로 메세지를 보내고, 요청 없이 

응답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한다.

� 별도의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HTTP와 같은 80번 포트를 사용한

다. HTTP와 구별된다.[4]

� WS로 브라우저 상에서 사용자가 문제가 되는 특정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벤트를 보내어 서버 

상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Fig. 3. Websocket

IV. System Implementation

1. Sever

Windows 서버 운영체제인 Windows Server 2019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의 서버 관리, 데이터 베이스 관리, Windows 

Defender의 고급 위협 보안 탐지 기능 등의 보안 및 호환성 강화, 

이미지 및 컨테이너의 효율성 등을 제공한다.

� 서버 운영체제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는 Oracle 18c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 유틸리티로 SQL Plus를 사용하여 

테이블과 

� 아두이노의 제어는 서버 운영체제 내에 아두이노 IDE 애플리케이

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서버 구축, 아두이노, 데이터베이스 제어 등 서버를 구축하는 

대부분의 요소는 런타임 환경인 Node.js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Javascript로 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를 구축하고, 서버에서 

Javascript가 작동될 수 있도록한다.

� 런타임 환경인 Node.js에서 웹 프레임워크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Express를 설치하여 서버를 구축하고, 미들웨어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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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렌더링을 통해 로컬에서 라우팅하여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출력될 수 있도록한다.

Fig. 4. 서버 구성

2. Realtime Data Processing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단방향 통신을 위한 목적으로 express-sse, 

클라이언트와 서버, 서버와 서버 간에 실시간으로 전이중 방식의 

이벤트 기반 통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socket.io를 런타임 환경에 

설치한다.[5]

� 컴파일 및 업로드가 이루어진 아두이노의 제어는 Node.js의 

패키지인 serialport를 설치하여 런타임 환경과 연결 및 제어하고, 

수신된 데이터는 파싱(Parsing)하여 변환한다.[6]

� 센서로부터 수집된 아두이노의 스트림 데이터를 Oracle 18c에 

저장하고, 런타임 환경에 Oracledb 패키지를 설치하여 일정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여 결과로 반환해서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7]

� 이를 SSE로 HTTP에서 처리하거나, 연결된 WS을 통해 이벤트와 

함께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면, 데이터가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비동기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Fig. 5. 모니터링 구동

3. Database Processing

데이터를 손실 없이 처리하기 위해 OracleDB 18c의 데이터베이스에 

각 센서당 여러 개의 테이블을 생성한다. 테이블은 3가지의 형태로 

구현한다. 파싱된 스트림 데이터의 원본, 스트림 데이터를 필드로 하여 

하나로 통합된 테이블, 통합된 테이블에서 문제가 발생한 정보이다.

� 테이블A는 각 센서에서 발생하는 스트림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

고 주식별자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통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저장된다.

� 테이블 B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하는 요청이 발생하면 

각 센서의 테이블A의 데이터를 그룹함수를 통해 데이터의 값을 

종합하여 여러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저장된다.

� 문제가 발생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과 동시에 테이블 C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Fig. 6. 데이터베이스 처리

V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차 모형과 주변 요소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브라우저 화면에 안정적으로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것을 설계하고 

구현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스팸 문자 형식으로 메세지를 보내거

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같은 봇으로 메세지를 전달하는 등의 

부가적인 기능을 통해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와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버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여 시뮬레이터 형태로 

표현하므로 철도 교통 상황에서 문제 발생 시 데이터 분석에서 이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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