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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Bimodal-tram simulator using the PXI embedded real-time controllers. The 

Bimodal-tram is developed in KRRI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The vehicle can be automatically operated by 

navigation control system (NCS). For the automatic driving, the vehicle lanes will be marked with permanent magnets 

that are placed in the ground. The vehicle is controlled by NCS. NCS governs the manual mode and automatic mode 

driving. The simulator is designed by an identical conception with the real control condition. The dynamic motion of 

vehicle is simulated by the nonlinear dynamic model. The control computer calculates the control values. The signal 

interface is linked by CAN communication. The simulation is processed by real-time base. The test driver can see the 

graphic motion of vehicle and can operate the steering wheel, gas and brake pedal to control direction and velocity of 

vehicle during the simulation. At present, the simulator is only operated by manual mode. The automatic mode will be 

linked after the control algorithm is finished. We will use the simulator to develop the control algorithm in the automatic 

mode. This paper shows the simulator designed for Bimodal-tram using real-time based controller. The results of the 

test using the simulator are present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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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PXI embedded real-time controller를 이용

한 Bimodal-tram[1] 시뮬 이터를 제시한다. Bimodal-tram

은 한국철도기술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18m 길이의 굴

차량이다. 이 차량은 고무차륜으로 구성된 3축 6바퀴의 1굴

, 즉 2량 1편성차량으로 구성된다. 차량의 각 축 바퀴는 

독립 으로 조향이 가능하여 최소 회 반경 12m를 통과할 

수 있다. 이 차량은 2축과 3축 휠에 구동모터가 장착되어 

운행되는 CNG-Hybrid 차량이다. 차량은 수동, 자동, 반자동

운 이 가능하다. 수동운 모드에서는 운 자가 일반도로를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운 할 수 있다. 자동운 모드에서는 

도로에 매설된 자석마커를 검지하고 이를 통하여 차량의 

치를 계산하며 실제 치에 따른 조향각  속도지령에 따

라 차량이 운행되게 된다. 개발되는 자동운 시스템은 차량

에 탑재하기 에 제어알고리즘의 성능  제어안 성이 검

증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차량에서 운용되는 조건과 유

사한 차량 시뮬 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각종 제어알

고리즘검증과 안 성을 시험하게 된다. 이를 해서는 우선 

바이모달트램의 동특성을 포함하는 동력학모델[2,3]이 요구

된다. 차량의 운 자는 조향핸들  가속, 제동페달을 통하

여 차량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를 한 MMI(Man Machine 

Interface)가 요구된다. 차량의 제어시스템은 여러 의 제어 

컴퓨터로 구성되고 이들은 여러 종류의 신호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있다. 그  차량의 주요제어신호기반은 CAN통신

[4-7]으로 구성된다. 차량의 각종 센서들은 CAN라인에 연

결되어 제어컴퓨터와의 통신한다. 시뮬 이터는 실제 차량의 

통신환경과 가능한 동일한 조건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다양

한 모의실험을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2. 본  론

2.1 차량 제어시스템의 구성 

바이모달트램은 그림 1과 같이 개발되어 시험운행 이다. 

차량에는 자동운 에 련되는 다양한 장치들은 그림 2와 

같이 설치되고 이와 연결되는 통신라인과 력라인은 안

을 하여 이 화 선로방식으로 연결된다. 각 바퀴축에는 

조향각센서와 속도센서가 설치된다. Navigation control 

system(NCS)은 4 의 임베디드 컴퓨터로 구성되어 각각의 

할당된 연산을 수행한다. NCS는 차량의 자동, 반자동, 수동

운 을 총 한다. 수동운 에서는 각 기  신호선은 운

자의 기기 조작정보 엑셀, 제동, 조향 정보를 련하부 장

치에 달한다. 자동운 에서는 운 자지령을 신하여 각

종 제어정보를 계산하고 하부장치에 제어신호를 달한다. 

자동운 에서 제어시스템은 차량의 주행 치를 계산하여 기

주행 치와 차량의 치를 일치시키기 한 조향안내 제

어와 치에 따른 속도제어를 수행한다. 차량은 정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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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5cm, 종방향 10cm 내의 정차하기 한 정 정차제

어를 수행하여 승객, 휠체어, 유모차 등의 승하차 편리성을 

제공한다. 차량의 측면에는 차량의 측면 추돌 등을 방지하

기 해 음  센서가 장착된다. 

그림 1 바이모달트램

Fig. 1 Bimodal-tram

그림 2 바이모달트램의 제어시스템

Fig. 2 Navigation control system of Bimodal-tram 

           

2.2 CAN통신 시뮬 이터의 구성  

시뮬 이터 구성을 하여 바이모달트램의 구성장치를 크

게 3그룹으로 구분하 다.

1) 각 기계 장치로 구성된 차량몸체부

   - 구동 휠을 포함한 추진장치  제동장치

   - 차량내 각종 센서장치(속도센서, 조향각센서, 굴 각

센서, 자이로스코 , 음 센서 등)

   - 차량몸체

2) 차량제어장치부

   - 제어컴퓨터

   - 운 모드의 결정(자동, 수동, 반자동)/이상감시

   - 조향각결정(휭방향 제어)

   - 동기토크  제동벨 량 결정(종방향 제어)

3) 운 자 모니터링  조작부 

   - 조향핸들/가속  제동페달

   - 각종 조작스 치 

그림 3과 같이 3개 그룹의 기능은 각각의 컴퓨터에서 구

축된다. 이를 해서 desktop PC 1 와 Real-time embedded 

PXI 2 로 구성된다. 계산량이 많은 자동운 제어시스템과 

동력학모델 구동시스템은 실시간 제어시스템의 구성을 해 

Real-time base PXI로 각기 구성된다. 이들이 주고받는 신

호의 모니터링  운 자 조작부 인터페이스는 desktop PC

구 된다. 

PXI 1)은 차량의 동특성을 모의하기 한 차량동력학 모

델식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입력되는 제어량에 따라 차량

의 운동량을 계산한다. 이로부터 차량움직임에 련한 주행 

방 각, 각 휠의 조향각, 굴 각, 휠 속도, 치 등 이 결정

된다. 실제 차량에서 이들 정보는 각부에 장착된 센서에 의

해 계측되어 제어컴퓨터로 송된다. 

PXI 2)는 차량을 제어하기 한 제어시스템으로 구축된

다. 차량의 각종센서장치  지령값을 입력받아 차량의 운

모드 즉 수동, 자동, 반자동운 간의 상태천이를 결정한다. 

수동운 에서 운 자의 가속페달  제동페달 조작량을 측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동기 토크값과 제동벨 값을 결정

하여 하부장치에 지령값을 달한다. 자동운 에서 운 자

의 역할을 신하여 기 경로추종을 한 조향제어각 결정, 

기 속도추종제어, 정 정차제어 등을 수행한다.

PC 3)은 차량의 운 조작 장치의 인터페이스기능을 수행

한다. 조향핸들, 가속  제동페달, 각종 조작스 치의 인터

페이스를 담당하고 차량의 주행동작을 모니터링하여 

Graphic화면으로 시한다. LabVIEW[8] 로그램의 GUI환

경으로 구축하여 가속페달, 제동페달 조작  각부 동작정보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각 컴퓨터들은 CAN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어 각 차

량 동특성정보  제어정보를 모니터링 한다. 바이모달트램

에서 각종 센서를 포함한 제어장치들은 CAN통신으로 연결

되어 있고 SYNC방식으로 서로 동기화 된다. 따라서 제어장

치는 동력학모델에서 계산된 각종 정보를 실제 환경과 유사

한 조건에서 CAN통신라인을 통하여 읽고 제어하는 조건이 

된다. 각 컴퓨터들 간의 신호 입출력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그림 3 시뮬 이터 블럭도

Fig. 3 Block diagram of the simulator

그림 4 바이모달트램 시뮬 이터 

Fig. 4 Simulator for Bimodal-t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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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컴퓨터간 입출력에 한 정의

Table 1 Definition of input and output between computers 

2.3 LabVIEW를 이용한 Simulator 로그램 개발

2.3.1 Bimodal-tram 동력학 모델 컴퓨터(PXI 1)

W
1c

2c
1c

wε

2c
wε

, 1w c
wx

, 1w c
wy

Tractor

Carriage or 
Sub-Trailor

그림 5 바이모달트램 구성도

Fig. 5 Bimodal-tram configuration 

바이모달 트램 3축 6바퀴의 1굴 인 2량 1편성차량의 비

선형 동 모델식은 성좌표계에서 식(1)와 같이 구성된다[9].

′′′′

  




 



     

   (1)

 식 (1)의 각 항들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차량에 질량과 가속도에 의한 성력
′′  : 코리올리효과에 의한 힘과 원심력

 




   : 구동 토크에 의해 차량의 종방향

으로 가해지는 타이어 마찰력의 향


 




        : 구동토크에 

의해 횡방향으로 가해지는 타이어 마찰력의 향

시뮬 이터의 동력학모델은 차량의 2차원 운동특성이 모

델링되며 그림 6과 같이 NI LabVIEW 로그램으로 구 된

다. 동력학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 차량의 운동정보는 실제

차량과 마찬가지로 CAN 통신라인 SYNC신호에 동기하여 

송된다. 동력학모델의 구동과 제어시스템은 각 real-time 

환경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구 된다.

그림 6 PXI 2 : 동력학모델 로그램 

Fig. 6 PXI 2 : Dynamic model program

2.3.2 Navigation control  컴퓨터(PXI 2)

NCS 로그램은 차량의 제어기의 역활을 수행한다. 운

자의 기기 동작조건에 따라 자동, 수동, 반자동 등 운 모드

를 결정한다. 수동운 에서 운 자 기기조작 지령을 입력받

아 추진  제어 조향각 정보를 동력학모델 컴퓨터로 달

한다. 시뮬 이터는 운 자가 Bimodal-tram을 운 하는 것

과 동일한 기기와 차로 구성된다. 운 의 시작은 수동운

으로 시작하며 자동운 요구조건이 만족되면 운 자가 자

동운 으로 환할 수 있다. 자동운  조건에서 상황에 따

라 운 자는 수동 는 반자동모드로 환하여 운 할 수 

있다.

점검 요청

자동 정차

수동 정차

Driver Stop

YES

메인 스위치

1번 ON

계기판표시등

및부저점멸

확인

점화 스위치

2번 ON

NO

YES

제동폐달작동ON
Or

정거장 정차
40번 ON

41번 ON
Or

핸들조작

AMA Msg확인

40번 ON

E G I

41번 ON

S M

RL, BS : ON

YESYL, BS : ON NO 비상기동 및
수동정차

44번 ON

Emergency mode

조향/가감속/제동

조향/가감속/제동

정밀정차 자동제어

자동 모드

NO

16번 ON

Battery mode

16,17번 ON

Hybrid mode

17번 ON

Engine mode

조향/가감속/제동

조향/가감속/제동

정차 수동제어

수동 모드

준 자동 모드

제동 수동제어

그림 7 운 모드 흐름도 

Fig. 7 Flowchart for driving mode

그림 8 운 제어 로그램 

Fig. 8 Program for driv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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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Motion monitoring  MMI 컴퓨터(PC 3)

그림 9 동작 모니터링 Graphic panel 

Fig. 9 Graphic panel for motion monitoring 

운 자가 조작하는 각종 기기정보 즉 운 의 조향, 가

속  제동페달정보, 각종 스 치 정보(수동, 자동, 비상)를 

입력받아 이 정보를 CAN통신을 통하여 NCS 컴퓨터에 

달한다. 한 차량의 운동상태 정보를 CAN통신에서 수령하

여 차량의 움직임 즉 조향각, 굴 각, 실시간 차량의 치 

등을 GUI 환경으로 처리한다. 운 자는 실시간으로 차량의 

치  동작상태 등을 확인하고 조향핸들, 가속  제동페

달을 사용하여 차량진행방향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

림 9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치  각부 움직임

(조향각, 굴 각, 속도, 가감속페달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이다.

2.3.4 조향 휠   가스 페달, 이크 페달 인터페이스

시뮬 이터에 사용된 운 자조작장치의 동작조건은 아래

와 같다.

  1) Windows XP PC구동

  2) USB Port 인터페이스

  3) 240도 회  휠

  4) 가스페달  제동페달

  5) 6개 버튼스 치

그림 10 운 자 조작장치

Fig. 10 Operating instruments of driver

6개의 버튼스 치는 실제 차량의 주요한 스 치기능을 부

여하 다. 운 모드 변환을 한 자동  수동변환스 치, 

정차스 치, 비상주행스 치, 지연시간회복스 치 등으로 사

용하 다.

  

그림 11 Labview GUI 패

Fig. 11 Labview GUI panel

  그림 12 블록다이어그램

Fig. 12 Block diagram

시뮬 이터에 사용할 조향핸들과 가스 페달, 이크 페

달은 PC의 Window OS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용 

이싱 휠[10]을 용하 다. LabVIEW 로그램을 사용하여 

PC의 USB 포트에 연결된 조향휠, 가스페달, 제동페달, 각 

스 치 버튼의 동작값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다. 이에 

한 로그램 는 그림 12, 13과 같다. 이 게 읽 진 각종 

운 자의 조작정보는 PC의 CAN통신을 통하여 Navigation 

control 컴퓨터로 달된다.

2.3.5 CAN protocol 설계

3 의 컴퓨터는 CAN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간에 통신하기 한 CANopen 로토콜을 설계하 다. 각각

의 제어 컴퓨터는 CAN SYNC 방식에 의해서 서로 동기화

된다. CAN 통신 SYNC방식은 master장치와 slave장치로 

구분된다. CAN master는 연결된 모든장치에 SYNC신호를 

주기 으로 보내어 모든 장치를 동기화시킨다. 시뮬 이터

에서 CAN master 장치는 제어용컴퓨터인 PXI 1이 수행한

다. CAN slave 장치들은 SYNC신호 수령후 Node ID에 따

라 자신의 정보를 통신라인에 올린다. 표 2는 정의된 통신

로토콜 일부 이다. 그림 13는 LabVIEW Block diagram으

로 구 된 CANopen통신 입출력 로그램이다.

표 2 시뮬 이터용 CANopen protocol

Table 2 CANope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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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뮬 이터 CAN통신 로그램

Fig. 13 CAN communication Program for simulator

2.3.6 시뮬 이터 사양  모델

시뮬 이터 개발에 사용된 컴퓨터  로그램 사양을 다

음과 같다.

 1) Monitoring PC

 ▪ Intel Core2Qurd Q9400

 ▪ DDR2 2G*2   

 2) Bimodal tram Simulator  Navigation Controller

    NI PXI-8106

 ▪ 2.16 GHz Intel Core 2 Duo T7400 듀얼 코어 로세서

 ▪ 512 MB (1 x 512 MB DIMM) DDR2 RAM 

 3) CAN controller

    NI PXI-8461/2 

 ▪ 인텔 80386EX 로세서가 있는 하드웨어 타이  

 ▪ 필립스 SJA1000 CAN 컨트롤러  ISO 11898 물리 계층

 ▪ Windows 2000/NT/XP/Me/9x용NI-CAN 소 트웨어  

 4) Program Software

 ▪ LabVIEW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8.6

 ▪ LabVIEW Real-Time Module

 ▪ CANopen Library

 5) Signal Interface

 ▪ Canopen 

 6) Ethernet HUB

 ▪ ipTIME N3004

2.4 시뮬 이터 모의시험

다음은 수동운  상태에서 자유운 을 수행하고 각부에서 

취득한 동작상태 값이다. 시뮬 이터에 의한 동작을 실시간

으로 수행하여 42 간 취득한 결과이다. 차량의 조향핸들을 

그림 16과 같이 조작하여 그림 14와 같은 주행 궤 을 형성

하 다. 이때 가속  제동페달은 그림 18과 같이 조작하

다. 이때 차량은 그림 15와 같이 차량바퀴속도가 증감하

다. 차량이 격한 곡선부를 통과할 때 곡선부 항이 증가

하고 이에 따라 차량속도감소하며 직선부에서 증가하는 속

도 형을 보이고 있다. 추후 시뮬 이터를 활용하여 차량의 

센서신호에 고장의 모의하고 이에 응제어 동작을 시험한

다. 통신이상에 따르는 응동작을 시험하며 비상동작 상태

를 시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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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차량 주행궤   주행각

Fig. 14 Trajectory and heading angel of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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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차량의 각 바퀴속도

Fig. 15 Wheel velocity of vehicle  

0 5 10 15 20 25 30 35 40 45

-20

0

20

An
gl

e[
de

g]

0 5 10 15 20 25 30 35 40 45

-20

0

20

An
gl

e[
de

g]

0 5 10 15 20 25 30 35 40 45

-20

0

20

An
gl

e[
de

g]

Time[sec]

Wheel 2 angle left
Wheel 2 angle right

Wheel 3 angle right

Wheel 1 angle left
Wheel 1 angle right

Wheel 3 angle left

그림 16 차량의 각 바퀴 조향각

Fig. 16 Steering angles of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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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차체 방 각  굴 각

Fig. 17 Heading angles and articula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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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주행시 차량 각 바퀴의 속도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16은 차량 3축 각 바퀴의 조향각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17의 상단은 좌표계에서 본 차체1, 2의 각 방 각

을 나타낸다. 하단은 주행  굴 각의 변화늘 나타낸다. 그

림 18은 수동운  운 자의 조작에 의해 변화된 가속  

제동페달정보와 그에 따른 차량 내 동기 토크의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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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속  제동페달신호와 실제토크

Fig. 18 Gas and brake panel and real torque

   

 3. 결  론

  

Bimodal tram은 자동운 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 동안 자동운 에 련된 각 제어알고리즘과 동역

학모델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제어알고리즘을 차량에 탑재

하기에 앞서 알고리즘의 제어특성이 하게 검증될 필요

가 있었다. 가능하면 실차시스템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어시

스템의 특성을 검증하는 것이 요하다. 개발되는 Bimodal 

tram의 제어환경은 CAN통신으로 연결되다. 따라서 CAN통

신상에 실제 시스템에서 연결되는 정보를 모의하여 연결하

여주면 제어시스템 측면에서는 차량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차량에서 주어지는 제어환경과 유사한 시

뮬 이터를 개발함으로써 개발된 제어알고리즘이 하게 

동작하는 지를 검증하려 한다. 이를 하여 실시간으로 차

량의 동력학모델을 계산할 수 있는 real-time based PXI 

controller를 사용하여 시뮬 이터를 개발하 고 운 자 조

작장치를 연결시켜 수동운 을 모의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시뮬 이터는 자동운  알고리즘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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