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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simulator for Integrated Onboard Signalling System(IOSS) will be presented and illustrated. 
IOSS which is integrated with there signalling systems such as ERTMS/ETCS Level 1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ATC(Automatic Train Control) and ATS(Automatic Train Stop) is a signalling system for 
HEMU-400X(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 400km/h eXperiment). HEMU-400X is under development as 
the next generation high-speed train in Korea. Before conducting a trial run of HEMU-400X with IOSS, we 
must carry out functional test of IOSS.
The simulator is suggested in this paper for testing and verification of IOSS. The simulator can help to test 
all function of IOSS although a real train and trackside equipments are not existed. Also the simulator can 
make a fault in trackside equipment intentionally. In that scenario, we can figure out how IOSS handle 
emergency situations.

1. 서론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고속철도(HEMU-400X, 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 400km/h eXpe

riment)에서 사용될 신호시스템인 IOSS(Integrated Onboard Signalling System)는 국내 철도 신호시스

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ERTMS/ETCS Level 1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ATC(Automatic 

Train Control), ATS(Automatic Train Stop)를 통합하여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다. 현재 

개발 중인 IOSS를 HEMU-400X에 탑재하여 시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능 점검과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수정하여야한다.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한 신호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시험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IOSS

의 테스트 및 검증에 사용될 시뮬레이터를 제안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는 실제 열차와 현장 설비가 구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상 ATP, 지상 ATP, 연동장치, ATS 등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시뮬레이터의 주요 기능은 열차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및 

수행하고, 신호기, 전철기, 발리스 등의 현장 설비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열차의 실제 위치를 윈도우 

기반의 GUI 프로그램과의 연동하여 열차의 현재 운행 위치를 표시함으로 사용자가 열차의 실시간 움직

임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시뮬레이터는 또한 현장 설비에 임의의 고장을 발생시켜서 예상

치 못한 고장 상황에서도 IOSS 장치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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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론

통합 차상신호장치인 IOSS는 차세대고속열차인 HEMU-400X에 설치되어 경부고속선의 ATC구간, 기

존선의 ATP 및 ATS구간을 운행할 계획이다. IOSS의 제어장치는 유럽 철도신호 표준인 ERTMS/ETCS

(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Application Level 1에 기반을 

두고 있다. ATP 신호 방식을 중심으로 경부고속선에 사용된 ATC 신호 방식과 기존선에 적용된  ATS 

신호 방식을 ATP 신호 방식의 여러 운영 모드 중 하나인 STM(Specific Transmission Module) 모드로 

조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차상신호장치 구조를 형성하여 지상의 신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차상 신호시스

템을 전환함으로써 기관사의 부담을 줄이고 상황에 맞는 신호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발된 IOSS를 실제 고속열차에 설치하여 시운전을 하기 전 성능 및 기능과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차상 신호시스템만을 가지고 성능과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OSS용 시뮬레이터를 제안하고 있

다. 시뮬레이터는 열차, 선로, 전철기, 정보전송용 발리스 등의 열차 신호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설비들을 

소프트웨어로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그림 1. IOSS 구성도

2.1 시뮬레이터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뮬레이터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시뮬레이터는 크게 열차 기능과 현

장 설비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열차 기능은 IOSS의 ATP 차상 장치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열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상의 열차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생성된 가상의 열차는 현장 설비 

기능에 의해 가상의 선로에서 운행하게 된다. 시뮬레이터가 가상 운행을 위한 ATC와 ATS의 정보를 제

공함에도 IOSS의 ATP 차상장치에만 인터페이스가 연결된 이유는 IOSS 장치가 ERTMS/ETCS Level 1 

ATP 중심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ATC와 ATS는 IOSS의 ATP 차상의 STM 모드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

에 시뮬레이터의 관점에서는 ATP 차상과의 인터페이스만으로 IOSS의 ATC와 ATS의 기능 시뮬레이션

이 가능하다.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터 운영자 화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현재 열차의 위치와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 방향을 확인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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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뮬레이터 구성도

그림 3은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시뮬레이터는 정밀한 시간 제어를 위해 MVME5100 

보드와 Real Time OS인 VxWorks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3의 붉은색 점선 내부의 좌측에 위치한 T 보

드는 열차 기능을 담당하고, 우측에 위치한 W 보드는 현장 설비 기능을 담당하는 시뮬레이터이다. 

그림 4는 운영자 화면인 Simulator Operating Screen이다. 우측 상단에는 현재 생성된 열차의 ID와 

속도, 운행방향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좌측 하단에는 가상으로 생성된 열차를 제어할 수 있는 TrainSi

mGUI가 있다. TrainSimGUI는 열차의 실제 마스콘 기능을 대체하기위해 마우스를 이용하여 열차의 속

도를 제어하고 열차의 속도정보, ID 등의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rainSimGUI을 

이용하여 가상 열차를 제어하고 과속 등의 여러 상황을 연출하여, 각 상황에 따라서 개발자가 차상 AT

P의 열차 충돌 방호 기능 및 과속 방지 기능 등 제어기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림 5는 IXL(연동장치)의 운영자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IXL은 현재 선구도의 점유상태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시뮬레이터에 전송하여 시뮬레이터가 현장 설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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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운영자 화면

그림 5 IXL 화면

2.2 시뮬레이터 주요 기능

시뮬레이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열차 생성 및 삭제 기능, 열차 기능, 열차의 위치결정 기능, 열차 운

행 기록 기능, 현장 설비 기능이 있다. 열차 생성 및 삭제 기능, 열차 기능은 열차 시뮬레이터가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열차 운행 기록 기능, 현장 설비 기능은 현장 설비 시뮬레이터가 담당을 하고 있다. 

열차 시뮬레이터와 현장 설비 시뮬레이터는 이더넷통신을 통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2.1 열차 생성 및 삭제 기능

열차 생성 및 삭제 기능은 운영자 화면(Simulator Operating Screen)으로부터 열차 번호, 열차 데이

터 및 위치 등의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열차를 생성하게 되면 생성 위치는 1m 단위로 생성이 가능하

다. 열차 운전 화면(TrainSimGUI)으로부터 운전실 키 온이 입력되면 시뮬레이터는 ATP 차상장치에 해

당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ATP 차상장치와의 연결 상태는 열차 운전 화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

차 삭제도 운영자 화면을 통해 할 수 있다.

2.2.2 열차 기능

열차 기능은 주로 열차의 추진 및 제동 명령으로부터 속도와 가속도 등의 주행 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을 담당하면 그 외에도 출입문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열차 운전 화면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토대로 열차의 속도를 결정하여 실시간으로 속도 값을 ATP 차상으로 전송하고, ATP 차상은 수신된 속

도 값을 MMI에 표시하게 된다. 또한 제동 명령 신호에 의해 현재 속도를 제어하게 되고 차량의 실제 

366



이동은 추진력 인가, 제동력 인가, 주행 저항, 구배 저항 등에 대한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2.2.3 열차의 위치 결정 기능

시뮬레이터의 현장 설비 기능은 열차 시뮬레이터로부터 수신된 속도 및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현재 

열차의 실제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값으로부터 열차의 이동거리 및 실제 위치를 운영자 화면에 

전송하여 운영자 화면에서 열차의 이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 

2.2.4 열차의 운행 기록

시뮬레이터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비상제동, 열차속도 등의 주요 이벤트 정보를 운행 시험 후 분석

하기 위하여 로그파일로 각 이벤트를 저장하고 있다. 사용자는 운행 시험 후 로그파일 분석을 통해 운

행간의 정보와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2.5 현장 설비 기능

시뮬레이터는 발리스, 전철기, 신호기 등의 현장 설비 기능을 수행한다. 시뮬레이터에서는 열차 기능

으로부터 수신된 속도 및 가속도 값을 이용하여 열차의 실제 위치를 계산하고, 계산된 실제 위치 값에 

따라 발리스 등의 신호를 차상 설비로 전송한다. 또한 IXL의 제어에 따라 전철기, 신호기를 동작 시켜

서 그 결과를 IXL로 전송하고 트랙에 관련된 정보를 ATP 지상 설비로 전송하게 된다.

3. 결론

차세대 고속철도(HEMU-400X)을 위해 개발된 통합 차상신호 시스템인 IOSS의 본선 시운전을 위한 

주행 시험을 위해서는 현장 설비, 열차, 선로 등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 차상신호 시스템의 주행 시험을 사전에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된 시뮬레이터를 IOSS와 연동하여 가상의 

주행을 통해 기능을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실제 차량과 

더 비슷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터를 수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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