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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신호 평가시스템 HILS는 교통신호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실제
의 교통신호 환경을 모사하는 시뮬레이터와 교통신호 제어기를 모사하는 LCS를 이용하여, 실
제 환경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기능을 갖는다. 본 연구는 교통신호 제어기의 기
능을 모사하며 센터시스템과 교통시뮬레이터(VISSIM)에 연결되어 동작하는 LCS의 설계에 대
한 것이다. LCS의 프로그램 설계는 이식성이 좋은 파이썬 언어를 이용하였으며, 약간의 코드 
수정을 통해 PC 환경의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버전과 임베디드 환경의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두 가지 버전으로 설계하여 두 가지 에서의 동작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PC환경의 
윈도우에서 LCS 사용시의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규모가 큰 용량에서 임베디드 환경의 리눅
스를 통한 시뮬레이션의 용이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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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ffic Signal Evaluation HILS is a system designed to evaluate a traffic signal system, and has 

a function of driving that simulates a real environment using a simulator that simulates a real traffic 

signal environment and an LCS that simulates a traffic signal controller. This study simulates the 

function of the traffic signal controller and is designed for design the LCS which is connected to 

the center system and the traffic simulator (VISSIM). The design of the LCS program uses a portable 

python language, and the code is designed in two versions running on Windows in the PC 

environment and unning on embedded environment, with a slight modification of the cod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limitations of using LCS on Windows in PC environment and confirmed the 

ease of simulation Linux in embedded environment at large capacity.

Key words : HILS, SMART HILS, Traffic Signal Controller, Next generation ITS, 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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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요

HILS란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의 약자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을 시험 및 검증하는 

기술을 뜻한다.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기 전 HILS를 통해 오류를 검출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

전 시험을 통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테스트 진행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통신호 평가시스템 HILS는 교통신호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실제 환경에서 사

용되는 교통신호센터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교통신호제어기와 도로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인 

VISSIM을 사용하여 교통신호 센터 검증을 진행하였다. VISSIM은 실제 도로환경에 시험 환경을 적용하여 가

상의 교차로와 신호등을 구현하고 신호등기정보를 전달받아 가상의 교통상황을 재현한다. LCS는 가상의 교

통신호 제어기로, 교통신호센터로부터 신호현시정보를 전달받아 1초단위로 신호등기정보를 생성하여 

VISSIM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HILS를 통해 교통신호센터와 LCS(Local Controller Simulator), VISSIM

이 유기적으로 통신하며, 시스템 시험 및 검증을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기 전에 진행 할 수 있다. 

2. 기존연구

기존 연구는 주로 가상의 환경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거나 교통신호제어기 하드웨어에 직접 연결하

여 평가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미국에서는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HILS를 개발하여 신호

제어기 성능검사 목적으로 평가시스템을 이용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어기 

성능검사 목적으로 CID(Controller Interface Device)를 개발하여, 현재는 실시간 교통제어시스템, 대중교통 우

선신호, 트램 신호제어 등의 효과평가용으로 발전하고 있다(Jung, 2001). 또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시험들이 있다(Hong, 2012). 보통의 시험들은 교통신호제어기 하드웨어와 

직접 연결하여 동작하는 형태로 필요 교차로 수만큼 교통신호제어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시뮬레이션를 진행하기 위한 제어기를 각각 1:1로 매칭하는 형태에서 실제 제어기 사용시의 한계를 극

복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어기를 모사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에 여러 개의 제어기를 집적하여 렉 형태

로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LCS 설계∙제작

LCS설계는 PC에서 동작하는 윈도우 환경의 응용프로그램 형태와 임베디드 환경에서 리눅스를 통해 동작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설계가 진행하였다. 소량의 교차로는 PC를 통해 시뮬레이션 진행이 가능하지만, 다수

의 교차로의 경우 PC를 통해 시뮬레이션 동작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임베디드 환경의 연구개발

을 통해 안정성 향상과 큰 규모의 테스트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C, 

C++, C#, Java, HTML, 파이썬등 언어 중에서 파이썬 언어를 선택하여 개발하였다. 파이썬 언어는 고급 프로

그래밍 언어로 인터프리터식 언어이다(Wikipedia, 2019). 파이썬은 윈도우와 임베디드 환경 모두 적용이 가능

하며 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임베디드 환경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진행하였다. 통신 규격은 경찰청에서 배포한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Korea Police Agency, 2018)의 프로토콜을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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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우 PC 환경에서의 LCS

교통신호센터 및 VISSIM 시뮬레이터와 연계하는 LCS 개발 및 시험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PC 선정은 

노트북으로 진행하였다. 시험을 진행한 노트북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Operating system Windows 10

Processor Intel(R) Core(TM) i7-8550U CPU @ 1.80GHz 1.99GHz

Memory 16.0GB DDR4 Memory

SSD(Solid State Drive) 512GB

Graphic AMD Radeon 540

<Table 1> Notebook PC specification

큰 용량의 시험 환경이 아닌 작은 용량의 시험 환경에서는 윈도우 PC로도 교차로를 모사하는 LCS를 실행 

시킬 수 있다. 한 개의 윈도우 PC에서 다수의 LCS를 실행하여 교차로를 모사하였다. LCS의 실행개수가 증

가함에 따라 CPU에 부하를 가중하기 때문에 최대 실행수량의 제한이 필요하였으며, 처음 실행수량 제한파

악은 CPU 부하시험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윈도우 PC에서 실행 가능한 최대 수량을 결정하기 위해 파이썬

으로 개발된 LCS를 한 개씩 실행하며 최대 실행수량을 결정하였으며, 시험결과는 <Table 2>과 같다.

Quantity CPU load (%)

0 9

1 33

2 52

3 69

4 82

5 97

6 100

<Table 2> CPU load test

CPU 부하테스트 결과 5개의 교차로까지 정상적으로 모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6개 이상 

실행 시 CPU 사용량이 100%에 도달하여 LCS의 끊김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임베디드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 PC버전에서 HILS를 구동 시 윈도우 PC 1대당 LCS 5개씩 실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시험 환경의 교차로 수가 19개 이므로 윈도우 PC 4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3대의 윈도우 PC에서는 

5개의 LCS를 실행하여 구동하였으며 1대의 윈도우 PC에서는 4개의 LCS를 실행하여 총 19개의 교차로를 모

사하는 시스템을 구현 완료하였다. 윈도우 PC에서 5개의 LCS를 실행 시 화면은 <Fig. 1>과 같으며, 전체 시

험 환경을 실행한 사진은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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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CS 5set running on screen

  

<Fig. 2> LCS 19set running on notebook PC

2. 임베디드 환경에서의 LCS

1) SOM 사양

SOM(System on Module)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선정된 DART-6UL은 산

업용 온도 사양을 준수하는 최소사양 리눅스 SOM으로, 신뢰성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으로서는 유일한 방안

으로 판단하였다. DART-6UL은 성능 및 옵션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으며, LCS에 사용하기 알맞은 사양은 

<Table 3>과 같다. 

Y2 6ULL Y2 : Y2

800C 792MHz: 800C (only available for Y2)

256R 256 MB : 256R

4N eMMC : 4 GB (IT only) : 4N

AC Audio Codec

EC Ethernet PHY

WB Built-in certified Wi-Fi 802.11 b/g/n + Bluetooth 4.2/BLE

IT I : -40 to 85°C

<Table 3> SOM specification

선정된 SOM에 리눅스 YOCTO를 설치하여, 파이썬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2) LCB 제작

<Fig. 3> LCB & LCB Fron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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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B(Local Controller Board)는 48V DC전원을 공급받아 동작하며 LCB에 SOM 8개를 구동할 수 있도록 제

작이 되었다. 보드의 이더넷 포트를 통해 외부 이더넷과 연결이 되면 1GBit 허브칩이 내장되어 있어 각 

SOM에 이더넷을 연결한다. 또한 두 번째 이더넷 포트를 통해 외부에 다시 이더넷을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갖는다. <Fig. 3>과 같이 외부에는 전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램프와 각각의 SOM의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램프가 표출된다. 이더넷 연결을 위한 이더넷 포트 2개와 리셋을 위한 스위치 또한 전면부에 위치한다. SOM

은 LCB와 커넥터를 통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탈부착이 가능하여 제품 AS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3) LCP 제작

<Fig. 4> LCP & LCP Front panel

<Fig. 4>의 LCP(Local Controller Power)는 LCB에 전원을 주기 위한 보드로 전원케이블을 통해 220V AC를 

공급받아 48V DC로 전환한다. 전환된 48V DC는 LCBP(Local Controller BackPlane)를 통해 LCB로 전달된다. 

또한 외부 전원이 끊기더라도 LCB의 RTC(Real Time Clock)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단시간 정전 시 시간값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4) LCBP 제작

<Fig. 5> LCBP Front &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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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의 LCBP는 16개의 LCB와 2개의 LCP를 동작시키기 위한 보드라고 할 수 있다. 전면부에는 각 보

드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부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고, 후면부에는 연결된 보드의 SOM 디버그 내

용을 볼 수 있는 포트와, CAN통신이 가능한 포트가 나열되어 있다. 디버그 포트를 통해 각 SOM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어 또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Ⅲ. 동작의 비교 평가

두 가지 환경 모두 설계를 진행하여 비교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비교평가를 위하여 교통신호센터를 대신하여 데이터 송신 및 수신 로그 데이터를 산출 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였으며,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 할 수 있는 멀티스레드 서버를 파이썬을 통해 프로그래밍 하였다. 

데이터의 내용 및 시간을 로그로 저장하여 응답 지연속도 및 송수신 확률평가를 진행하였다.

1. 응답 지연시간 평가

교통신호제어기는 1초 단위로 동작을 진행하며 교통신호센터와 1초 단위로 상태정보를 주고받는다. 교통

신호제어기에서 상태정보 패킷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척

도가 되기 때문에 이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가용 멀티스레드 서버에서는 1초 단위로 상태정보를 

요청하는 패킷을 전송 후, 송신 받을 때까지의 응답 지연시간을 도출하였다. 

윈도우 PC 버전의 LCS는 PC 1대를 기준으로 1세트부터 8세트까지 1세트씩 늘려가며 1시간 단위로 시험

을 진행하였다. <Fig. 6>부터 <Fig. 13>은 PC 환경에서 LCS 지연시간 평가 결과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데이

터 번호를 뜻하며, 세로축은 해당 데이터의 지연시간을 나타낸다. 단위는 마이크로초(μs) 이며. 시험 데이터

를 보면 데이터마다 지연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운영체제의 특성으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 Run one LCS on Windows PC <Fig. 7> Run two LCS on Window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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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un three LCS on Windows PC <Fig. 9> Run Four LCS on Windows PC

<Fig. 10> Run Five LCS on Windows PC <Fig. 11> Run six LCS on Windows PC

<Fig. 12> Run seven LCS on Windows PC <Fig. 13> Run eight LCS on Windows PC

시험결과 LCS를 5개 이하 실행 시 볼 수 없었던 1초 이상 지연되는 데이터가 6개 이상 실행 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개 실행 시부터 운영체제의 부하로 인하여 3초 이상 지연되는 데이터까지 바로 볼 수 있

으며 이는 1초에 한번 씩 교통신호센터와 송수신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Table 4>는 1

초 이상 지연된 데이터의 수와 LCS실행 수에 따른 지연시간의 평균을 나타낸다. 본 연구 초기에 CPU(Central 

Processing Unit) 부하시험을 통해 5개 까지 구동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6개 이상 실행 시 평균 지연시간도 급

증한 것을 시험을 통해 수치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윈도우 PC 1대의 환경에서는 5개 이하로만 실

행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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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count 1 set 2 set 3 set 4 set 5 set 6 set 7 set 8 set

Delay data count over 1 

second
0 0 0 0 0 293 354 365

delay Average

(ms)
9 16 34 42 56 363 411 452 

<Table 4> Delay data count on windows PC / Average data delay on windows PC

임베디드에서의 LCS는 LCBP, LCP, LCB 전체가 결합되어 동작되는 시스템을 뜻한다. LCB의 각각의 SOM

에 리눅스 OS가 탑재되어 동작하며 파이썬으로 구현된 소프트웨어로 동작한다. 각각의 SOM에서 하나의 프

로그램만 동작시키기 때문에 다수의 LCS를 실행하려면 해당하는 수만큼 SOM을 LCB에 연결하여 동작시키

면 된다. LCB 한 개당 SOM 8개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드 한 개당 8개의 교차로 시뮬레이션이 가능

하다. 각 데이터는 1시간 단위로 측정한 결과로 <Fig. 14>부터 <Fig. 17>는 리눅스 환경에서 LCS 지연시간 

평가 그래프이다. 윈도우 PC에서와 같이 가로축은 데이터 번호를 뜻하며, 세로축은 해당 데이터의 지연시간

을 나타낸다. 단위는 마이크로초(μs) 이다. 

<Fig. 14> First Test <Fig. 15> Second Test

<Fig. 16> Third Test <Fig. 17> Fourth Test

리눅스 OS(Operating System)에서는 지연시간이 나타나는 구간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OS 특징으로 

해석된다. 윈도우 PC버전과는 다르게 하나의 OS에서 하나의 프로그램만 동작시키므로 실행 개수를 증가시

키며 시험하는 방법 대신 횟수를 증가시켜 시험하는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최대 응답 지연시간이 600ms를 

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안정적으로 OS가 동작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다. <Table 5>과 같

이 4번의 시험을 통해 응답 지연시간이 1초를 넘기는 데이터는 발생하지 않음을 검증하였고, 임베디드 환경

에서의 평균 응답 지연시간은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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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ount First Test Second Test Third Test Fourth Test

Delay data count over 1 

second
0 0 0 0

Running count First Test Second Test Third Test Fourth Test

delay Average

(ms)
35 34 36 37 

<Table 5> Delay data count on linux / Average data delay on linux

2. 패킷 송수신 확률 평가

응답 지연시간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패킷데이터 응답 확률이다. LCS는 상태정보를 요청하는 패킷을 전

달받으면 상태정보 패킷을 송신하여야 한다. 송수신 확률이 줄어들수록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 <Table 7>와 같다. 

Running count 1 set 2 set 3 set 4 set 5 set 6 set 7 set 8 set

Send/

Receive

3600 /

3600

3600 /

3600

3600 /

3600

3600 /

3600

3600 /

3600

3600 /

3599

3600 /

3585

3600 /

3577

<Table 6> Transmission probability in windows PC environment 

Test count First Test Second Test Third Test Fourth Test

Send/

Receive
3600 / 3600 3600 / 3600 3600 / 3600 3600 / 3600

<Table 7> Transmission probability in linux environments

<Table 6>을 보면 6개의 LCS를 실행하였을 때부터 데이터 패킷에 대한 신뢰도가 100%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7개 실행할 때는 15개의 패킷에 대하여 응답하지 못하였으며, 8개 실행할 때에는 23

개의 패킷에 대하여 응답하지 못하였다. 데이터를 보면 점차 패킷 송수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데이터의 응답지연 뿐만 아니라 데이터 패킷 송수신에서 또한 5개 이하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항목이다. <Table 7>와 같이 리눅스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면 임베디드 환경에서는 안정적으로 동

작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다. 

Ⅳ. 결론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본 연구는 교통신호센터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인 LCS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윈도우 환경에서와 리

눅스 환경에서의 비교와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의 결과는 다음 내용과 같

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6개 이상 LCS를 실행하면 응답 지연시간이 급증하게 되고, 1초 이상의 데이터 패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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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또한 데이터 패킷의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사실도 시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시험결과에 따라 윈도우 PC에서는 최대 5개의 LCS를 실행 할 수 있다. 수량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큰 용량의 

테스트 베드를 모사하기엔 필요한 수만큼 고가의 PC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임베디드 리

눅스 환경의 LCS에서는 큰 용량의 테스트 베드에 사용하기 용이하다. LCB하나에 8개의 SOM이 들어가며 하

나의 쉘프에는 16개의 LCB가 연결된다. 따라서 쉘프 하나당 128개의 교차로를 모사할 수 있으며 하프렉 하나

에 3개의 쉘프가 들어갈 수 있다. 하프렉 하나가 총 384개의 교차로를 모사할 수 있는 용량이 완성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완성된 결과는 렉 형태의 LCB안에 각각의 1GBit 허브칩이 동작하여 SOM의 수를 증가시키더라

도 패킷응답율의 시험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LCB, LCP, LCBP, SOM등 주변장치

들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77대의 윈도우 PC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같은 용량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의 도시에서 현장에 적용하기 전 시험하고 싶은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완성 된 것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과제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하나의 LCB에 8개의 SOM을 연결 할 수 있었다. SOM을 8개 이상으로 연

결 하거나 각 SOM에서 두 개 이상의 교차로를 모사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집약된 형태의 환경이 꾸며질 것

으로 보인다. LCS에 옵션보드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확장하여,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따른 확장성 있

는 보드와 연계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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