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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it essentially designs and develops the Railway Signal System H/W and S/W, It requires base to build 

an environment which the safety of the complete system can be certified objectively. It is not rational choice 

to progress the safety certification of each of the subsystems to ensure reliabilit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Furthermore, Even though H/W and S/W already certificated the safety, In case of changing subsystem 

to comprise relevant system, The safety certification of its parts newly must proceed.

This study to solve these problems covers safety H/W platform which is commonly applicable to composition 

plan at Ground railway signaling systems such as CBTC, ETCS, CBI and safety-based modeling approach with 

S/W development tools (SCADE) and certificated O/S (Pike) to build the development environment. In 

addition, When it designs and develops safety S/W, This study explains structure to separate the data section 

which for logical operations and logical operations itself and provides guideline to support the certification 

through minimizing changes to the software.

1. 서론

 철도 신호 시스템의 H/W 및 S/W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시 필수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실행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철도 신호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부 시스템 별로 객관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 인증을 진

행하는 것은 시간 및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 만약 이미 안전성이 인증된 H/W 및 S/W 라

고 하더라도 해당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 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성에 대한 인증은 필수

적이다.

2. 본론

 본 연구(사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TC, ETCS, CBI와 같은 철도용 지상신호설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H/W 플랫폼에 대한 구성 방안과 안전 기반 모델링 방식의 S/W개발도

구(SCADE) 및 인증 O/S 를 이용한 S/W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추가적으로 안전 

S/W 설계 및 개발 시 논리연산부분과 논리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분리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인증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2.1 안전 H/W 플랫폼

철도 지상 신호 시스템의 안전 H/W 플랫폼은 신호 정보의 논리연산을 위한 2 out of 3 구조의 Vital 

CPU와 현장 신호 정보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I/O Module로 분리 되어 설계 된다. 이러한 H/W 분리 설계의 

개념은 현장 Site의 신호 시스템 특성 및 Project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발생 할 수 있는 H/W 변경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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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 out of 3 구조

생하는 경우 최소한의 변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Vital CPU Module(논리 부)의 H/W 인증 

Evidence를 유지하여 인증에 대응하고 기존에 이미 검증된 안정정인 H/W의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전체시스

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Vital CPU Module는 2 out of 3 구조의 CPU 보드를 Cluster로 구성한 Redundancy 시스템의 개념으로 구

성된다. I/O 부는 Vital CPU Module과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 한다. I/O논리 부는 Vital CPU 

Module의 논리연산에 의해 생성되는 제어 명령에 따라 I/O를 제어 하며, 각 현장 Site 마다 동일하지 않은 

현장 신호 정보를 표준화된  Field Information 프로토콜에 맞추어 Vital CPU Modules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

다. 

그림[2-1] ETCS-L2 System , KRTCS System , 전자연동장치 System 의 구성 예

    

2.1.1 H/W 구성 방안

안전 H/W 플랫폼 구성의 핵심은 Site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표준화 하기 힘든 현장 I/O 및 현장 설비

의 구동 및 인터페이스 방식을 분리 및 표준화하여 궁극적으로 신호 시스템과 하부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통한 시스템의 유지보수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인증확보 및 인증 유지에 적합하도록 H/W를 구

성 하는 것이다.

 

2.1.2 2 out of 3 H/W

2 out of 3 H/W D-602 Board 는 독립된 3개의 CPU와 독립된 3개의 Memory Bank를 가진다. 각각의 

CPU 와 Memory 는 Board Level에서 결과 값을 비교와 Voting을 하기 때문에 Application은 Virtual 

architectue 인 1개의 CPU 와 1개의 Memory Bank만을 인식하게 되고 Application 개발시에도 1개의 CPU 

와 1개의 Memory Bank 만을 고려하면 된다. 

이때 연산의 결과는 CPU Voter 에 의해 선정된 결과 값을 리턴 받게 되므로 연산 결과에 대하여 신

뢰 할수 있으며 다만 CPU 및 Memory Fail에 대한 

Signal을 고려하여 개발 하여야 한다. 

2.13 I/O 의 분리를 통한 범용 플랫폼 구성 

그림[2-1] 에서와 같이 인증이 완료된 신호시스템의 

논리부 H/W는 변경하지 않으나 Ethernet을 통한 외부 인

터페이스 장비는 시스템, 또는 Project 별로 변경이 가능

하다. ETCS-L2의 무선 폐색 센터는 Ethernet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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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ycle-based computation 

그림 [2-4] 모델링된 객체의 code 생성 과정

여 외부 연동장치로부터 Field I/O의 정보를 수신하고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Onboard시스템에 이동권한을 허

가한다. CBTC 기반의 KRTCS 의 Zone Controller의 경우 Ethernet을 통해 Station Information 장비의 정보

를 수신하고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전자 연동장치도 분산형구조의 Object Controller

와 인터페이스를 하여 같은 구성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3 가지 Case 모두 표준 인터페이스 사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H/W의 변경 없이 범용적인 플랫폼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2 모델링 방식의 개발툴 및 인증 O/S

 인증을 위하여 S/W 작성시 S/W 개발사는 작성된 코드의 무결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또한 S/W 개발사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O/S의 경우 O/S개발사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인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S/W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인증을 

위하여 모델링 방식의 S/W 개발 툴인 SCADE를 선택하고 O/S로는 인증이 완료된 O/S를 기반 으로 하여 

시스템을 개발 한다. 

2.2.1 SCADE

SCADE 는 Modeling 기반의 개발 툴로써 신호논리를 모델링하면 KCG에 의해 해당 모델에 대한 Source 

Code 가 생성 되는 구조이다. 이때 생성 되는 코드는 인증에 따른 제한 사항을 준수하며 Cycle 기방의 계산

으로 1 Cycle 에 소스내의 모든 코드가 실행되어지는 방식으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 하여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SCADE 는 Requirement를 관리하여 각각의 Requirement 의 Code 반영 여부를 검사하며 수행이 되

지 않는 Code 에 대하여 Warning을 해주며 작성된 Code에 대하여 해당 Design Model 과 함께 인증에 필요한 

Document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코드의 논리적 오류를 배제하고 S/W 인증을 위해 적합한 툴이다.

그림 [2-5] KCG 자동 생성 코드

2.3 S/W 구성 방안

 철도 지상 설비용 공통 S/W 플랫폼의 개발은 General 

Application Layer와 Parametering Tool의 개념을 사용하

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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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oftware Flatform

그림 [2-6] 안전 S/W 구성 방안

안전 S/W구성은 2oo3 H/W Layer, BSP Layer, 

O/S Layer, General API Layer, General 

Application Layer, Parameter Data Layer, 

Specific Application Layer 등 7 계층으로 구성 

된다. 이중 Parameter Data Layer 와 Specific 

Application Layer를 제외한 나머지 5 계층은 시스

템 또는 Project 에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어 

최소 범위의 수정으로 여러 지상 신호 시스템에 적

용할수 있는 S/W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3.1 S/W 플랫폼

S/W 플랫폼은 H/W 플랫폼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시스템별 특화된 부분을 분리

하여 공통 부분의 S/W 인증 Evidence를 유지하여 인증에 대응하고 안정정인 S/W의 구조를 유지하도록 한

다. 

특히 Parameter Data의 경우 기존의 단순 Data Base 방식의 Parameter 뿐만 아니라 조건과 반응을 

Match 시켜 파라미터링 하는 방식으로 General Application Layer 의 영역을 확대 시킨다.

 2 out of 3 H/W Layer : 물리적인 H/W 레이어임

 BSP Layer : 안전 O/S가 H/W를 지원할수 있도록 함

 O/S Layer : 안전 O/S

 General API Layer : O/S 및 H/W 변경 발생 시 대응 

   할수 있도록 상위 Layer에서 사용하는 API 와 O/S 

   Level 의 API를 매칭 시켜줌

 General Application Layer : I/O 처리 및 조건 

   종속적인 처리를 담당. 조건은 Parameter Data 에 등록.

 Specific Application Layer : 각 시스템 도는 Project 별 

   특화된 Application 

위와 같은 7 Layer 의 S/W 구성은 시스템 변경시 Specific 

Application Layer에만 Code의 변경이 발생

하게 되고 신규 인증시 해당 Layer를 제외한 Layer의 경우 기존 

인증 Evidence의 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Application 에서 O/S API 에 직접 Function Call 의 하는 구조의 경우 O/S 가 변경 되었을 경우 

Application 의 Code가 함께 변경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의 Code 변경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Framework 에 해당하는 General API Layer를 구성하여 General Application Layer 에서는 General 

API Layer 의 Function 만을 Call 함으로써 O/S API 에 독립적인 Application Code를 작성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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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ETCS-L2 System , KRTCS System , 전자연동장치 System 의 S/W 구성예

  

3.3.1 파라미터링

일반적인 응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C, C++, Ada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 코드(원시코드)가 작성

되고, 정해진 장치의 CPU에 맞는 컴파일러(구문 해석기)에 의해 바이너리(기계어)화 된 후, 기동 과정

을 거치면, 사전에 정의된 소프트웨어기능이 구현 된다.

 

따라서 특정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입력자료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Compiling하여 Binary화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경우 소스 코드 수정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결함 

때문에 소프트웨어 재검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라미터링이라는 개념이 도입 되었다. 파라미터링이란 알고리즘을 소

프트웨어에서 분리하고, 주어진 자료구조와 입력 자료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소프트웨어변경이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수정만 필요하도록 설계 하는 방

법을 말한다.

논리 파라미터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1) 원리 수립

2) 알고리즘 및 논리 연산

3) 파라미터링 규칙 수립

4) 자료구조 분리 및 파라미터링 설계

5) 파라미터링 입력 도구

위와 같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 소프트웨어가 파라미터링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파라미터링 입력도구는 복잡한 논리의 Boolean 식의 입력을 Graphic 모델링 방식으로 입력하게 ga으

로써 Fixed Data, Condition Data, Logic Match Data, Action Data 간의 파라미터 ID 의 사용자의 

입력 오류 에 따른 중복 및 오류를 방지 하고 입력 파라미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파라미터 입력 도구의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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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Parameter data sample

그림 [2-7] 파라미터링 입력 도구

특히, 기존의 MIS데이터 또는 연동 데이터등 Fixed 된 자료만을 파라미터링 하는 방식에서 입력된 자

료를 조합하여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할수 있도록 논리 데이터를 파라미터링 할수 있도록 파라미터링 데

이터의 구조를 정의한다. 

논리 데이터를 파라미터링 하기위하여 파라미터링 데이터의구조는 Fixed Data, Condition Data, Logic 

Match Data, Action Data 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Fixed Data : MIS, 사구간 정보등 값이 변경 되지 않는 고정 데이터

  Condition Data : 궤도 점유 상태, 전철기 검지 정보등 값이 변경되는 가변 데이터

  Action Data : 신호 현시, 전철기 전환 제어등 논리 연산의 결과로 정의된 데이터

    Logic Match Data : Fixed Data 와 Condition 데이터를 조합하여 논리 연산한후 연산 결과를 

Action Data 와 Matching 시켜주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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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적인 철도 논리연산을 파라미터링화 하기위하여 파라미터링의 규칙은 Boolean 식의 표현 방법을 파

라미터링 규칙 으로 이용하며 파라미터링된 논리를 Interpreter 할수 있는 Logic 이 General Application 

Layer 에 사전에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Boolean 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 된다.

파라미터 ID = [ Condition ID, 논리 연산자, Function ID, Action Function ..... Action Function ] 

 파라미터 ID : 전체 파라미터 값중 Unique 한 

값이며 True 및 False 의 값을 가질수 있음.

 Condition ID : 파라미터 ID의 True 및 False 

값을 조건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Boolean식 에서 

Condition ID 로 사용된다.

 논리 연산자 : * and, + or , ~ not 등의 연산

을 위한 연산자

 Action Function : 사전에 정의된 출력.

 Function ID : 사전 정의된 Function  

     COND()       조건의 최종 결과물

     ACT_TRUE()  조건이 True일 때 실행

     ACT_FALSE() 조건이 False일 때 실행 

     FOR ()       조건을 주어진 횟수만큼 반복

     SET ()       값을 설정

예를 들어 112 전철기 반위 전환시 112T 와 62T 에 해당 구간의 속도를 60 Km/h로 임시 속도 제한

을 하는 파라미터 데이터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성할수 있다.

Fixed Data     :  POINT : 112 = ( DOUBLE , GROUP12 )  

                   - 112 번 전철기는 쌍동형이고 12번 그룹에 할당 되어 있음

Condition Data :  P_112AN  = IO_101

                  P_112AR  = IO_102

                  P_112BN  = IO_103

                  P_112BR  = IO_104 

                  - 전철기 검지 위치별 I/O 할당

                  P112A_N  = ( P_112AN * ~P_112AR )

                  P112A_R  = ( P_112AR * ~P_112AN )

                  P112B_N  = ( P_112BN * ~P_112BR )

                  P112B_R  = ( P_112AN * ~P_112BR )

                  - 전철기별 정위 및 반위 상태 정의;

                  P112_N   = { ( P112A_N * ~P112A_R )  * ( P112B_N * ~P112AB_R ) }

                  P112_R   = { ( P112A_R * ~P112A_N )  * ( P112B_R * ~P112AB_N ) }

                  - 112 전철기 정위 및 반위 상태 정의;

Action Data       : T_SPD_LMT60_112T = ( SET( TRACK112T , T_SLMT_60 ) ) 

                    T_SPD_LMT60_62T = ( SET( TRACK62T , T_SLMT_60 ) ) 

                    - 속도 제한 파라미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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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Match Data :  P112_R_ON = ( COND ( P112_R * ~P112_N ) , ACT_TRUE

                     (T_SPD_LMT60_112T , T_SPD_LMT60_62T) )

                     - 112 전철기 반위 전환시 112T 와 62T의 속도를 제한하는 Logic 파라미터 

                    정의;  

각각의 파라미터 데이터는 General Application Layer에서 호출이 되어 실행되고 실행 결과 값을 

General Application Layer 로 반환 한다. 또한 파라미터링화 되지않는 알고리즘 및 Logic을 위하여 

General Application Layer 는 매 Cycle 마다 Specific Application Layer를 호출하여 실행한다.

 

그림[2-8] Software Flatform 구조

 

 논리 파라미터화의 경우 원리 수립, 알고리즘 및 논리 연산 분리 단계에서 매우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오류를 검토하고, 파라미터링 규칙을 수립한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 각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고리즘 및 논리 연산 분리 시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른다.

 

1) 알고리즘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소화 하며,

2) 논리 연산은 파라미터링 규칙을 통해 확장 가능하게 한다.

알고리즘 및 논리 연산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수립된 파라미터링 규칙으로 변경된 알고리즘의 보완(실

현)이 가능 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작성된 파라미터링 규칙을 사용하여, 변경된 알고리즘의 구현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파라미터링 규칙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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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파라미터링 규칙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Specific Application Layer 에 

새로운 Code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Code 에 관해서만 인증 Evidence를 제출하면 되므로 인증에 대한 

대응이 수월해 진다. 

3. 결론

H/W성능의 비약적 발전으로 시스템의 설계 Concept은 최적화를 통한 Performance 향상 보다는 System 

의 안정성에 보다더 많은 가치를 부여 하게 되었다. 철도 지상 신호 시스템의경우도 “분리” 및 “재사용”

그리고 “파라미터링”의  개념을 도입하여 안정성이 기 검증된 부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

스템에 적용 가능한 구조의 H/W 및 S/W 플랫폼의 개발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1. Estrel, "Integration between SCADE Suite & SCADE Display" , pp.22

2. Estrel, "SCADE Model Based Design" ,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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