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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RTMS/ETCS Level 1 ATP, ATC and ATS are Signaling Systems adopted in korea. For operating in three 

different trackside signaling systems, train must have individual onboard signaling systems, ATP, ATC and 

ATS. Three signaling systems in one train is the main cause to increas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cost. 

Also it is need more effort to change a onboard signaling system depend on the trackside signaling system. 

those things should lead to decrease efficiency of the onboard signaling system. one integrated onboard 

signaling system for ATP, ATC and ATS is the good solution for those problems. IOSS is an integrated 

Onboard Signaling System and still developing.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methodology of model-based development of IOSS. IOSS has one superviser 

process and several functional blocks to process individual signaling system

s. Rhapsody which is CASE tool is used to construct the structure and develop the software for IOSS.

1. 서론

  현재 국내에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신호시스템은 ERTMS(European Railway Traffic Management 

System)/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 1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ATC(Automatic Train Control), ATS(Automatic Train Stop) 세 가지 종류가 있다. ATP, ATC, ATS 

각 신호 구간을 모두 이동하기 위해서 기존 차상 신호시스템은 각각의 신호시스템을 하나의 차량에 모

두 탑재하여 해당 구간 이동시 각각에 맞는 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차량을 이동하였다. 이러한 방식

은 하나의 차량에 서로 다른 신호시스템을 모두 탑재해야 하므로 비용적인 측면이나, 유지보수 측면에

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각 신호시스템간의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

므로 효율성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통합 차상신호시스템

은 각각의 신호구간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전환하여 연속적인 차량의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의 개발에 적용한 모델기반의 개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은 세 가지 신호를 처리하는 각 기능 모듈을 하나의 관리 프로세

스를 통하여 관리하고 통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관리프로세스를 개발하는데 프로세

스와 데이터를 분리하여 개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구조적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면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

나의 객체로 관리하는 객체지향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하게 되었고,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의 표준으로 

제안되고 있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기반으로 하는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도구인 Rhapsody를 이용한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의 구조 설계 및 개발과정에 대한 내용

을 설명하고 그 결과물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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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은 ATP, ATC, ATS의 세 가지 신호처리 기능이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지상신호

체계에 따라 자동으로 차상신호 장치가 동작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을 통해 유스케이스와 동작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클래스와 객체를 정의

하게 된다. 또한 각 클래스와 클래스, 클래스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추출하여 시스템의 동작 특성을 파

악하게 된다. 이러한 객체와 클래스들의 관계와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UML 표현법을 사용하여 시스템

을 여러 가지 수준으로 분석하고 설계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과 설계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법

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 등이 있다.

2.1 모델링을 통한 통합 차상신호시스템 분석 및 설계   

  ATP, ATC, ATS의 지상신호체계에 따라 자동으로 차상장치가 동작하는 것을 요구하는 통합 차상신

호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의 요구분석을 하게 된

다. 이때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객체를 도출하고 필요한 객체가 도출

되면, 도출된 객체와 통합 차상신호시스템 사이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기능을 유스케이스로 정리하고 이

를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정의하게 된다[그림 1].

그림 1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정리된 유스케이스들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function)과 속성

(attribute)을 각각의 클래스로 도출하고, 도출된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앞 단계에서 도출된 유스케이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아래 [그림 2]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도출된 유스케

이스가 직관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각각의 유스케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몇몇

의 클래스가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유스케이스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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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클래스까지 도출되었으면, 각각의 클래스들 간에 주고 받는 데이터의 흐름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다[그림 3].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각각의 유스케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해 보고,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해 봄으로써 설계 과정을 검증해 볼 수 있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림 3 시퀀스 다이어그램

2.2 통합 차상신호시스템 구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

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동작 시나리오를 검증해 봄으로써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정합성이 

확인되면 구현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구현 단계에서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각각의 클래스들을 객체화하여 각 객체에서 동작되어야 

하는 기능들을 구현하고, 다른 객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객체로 전달해야하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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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여 동작 시나리오가 만족되도록 소스코드를 구현한다.

  아래 [그림 4]는 MRSP(Most Restrictive Speed Profile) 클래스의 예로 MRSP 클래스에서 구현되

어야 하는 기능과 속성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MRSP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 단위 기능을 

위한 function이 작성되어 있고, 해당 클래스에서 관리되는 속성(Attributes)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4 MRSP 클래스 구현

  또한 각각의 클래스들은 시스템의 동작 시점에 시간에 따라 어떤 특정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것은 

시스템이 여러 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클래스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의 고유한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클래스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데, 이때 상호 동기화를 위해서 이벤트 명령을 사용하게 된다. 즉 하나의 클래스에서 특정 조건이 만족

되거나 어떤 기능을 수행한 후에는 이벤트 명령을 생성하여 정의된 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전파

하게 되고, 이러한 동작에 영향을 받는 다른 클래스들은 해당 이벤트를 수신하여 자신의 동작에 시작점

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이다[그림 5].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은 상태를 나타내는 State, 상태간의 이동을 전달하기 위한 명령인 Event, 

조건에 따른 분기를 표현하기 위한 Guide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객체들은 자신의 현재 제어상태에 대

한 정보를 속성 값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을 통해 관리하게 되면 보다 직

관적으로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다. 또한 클래스로 특정되지 않고 클래스간의 상호작용 자체를 

표현하기위해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다.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에서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의 초기화 과정인 SOM(Start 

Of Mission)과 운영 모드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다. 아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SOM 과정은 매

우 복잡한 조건과 여러 클래스들에서 관리되는 속성들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태로의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소스코드로 작성한다고 하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어 분석과 디버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직관적인 표현법을 통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각 

Unit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의 도출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렇듯 스

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은 복잡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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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SOM 과정)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은 ERTMS/ETCS ATP LEVEL 1의 제어를 기본으로 하여 운행되도록 설계되

어 있고, 특정한 지상신호를 수신하면, 제어 모드를 변경하여 ATC, ATS 구간을 운행할 수 있다. 아래 

[그림 6]에 이러한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ATP의 운영모드는 FS(Full Supervision), 

SB(Stand-by), SN(STM Nationa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동작시 SB 모드에서 위 그림 5에 표

현된 SOM과정을 거쳐 FS모드나 기타 다른 운영모드로 상태 설정이 되면 차량을 운행을 시작할 수 있

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ATP모드로 운행하는 도중에 지상의 신호시스템에 의해 특정한 신호를 취득하

게 되면, 조건에 따라 ATC 또는 ATS의 STM(Specific Transmission Module)제어 모드로 상태를 변경

하여 해당 신호처리 모듈의 제어아래에 열차를 운행하게 된다.

그림 6 통합 차상신호시스템 운영 모드

  아래 [그림 7]은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여 도출된 클래스들의 객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Composite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객체들은 도

출된 클래스로부터 객체화 되었고, 각 객체마다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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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또한 관련된 객체들 사이에 이벤트 명령을 통해 유기적으로 상태 전이를 일으켜 전체적인 

시스템의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7 Composite 클래스 다이어그램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델링 기반의 설계기법을 통해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의 구현과정을 설명하고 그 결과

물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적 설계 방법론을 사용하기에는 통합 차상신호시스템의 구조가 

복잡하고, 검증을 위한 과정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모델링 기반의 객체지향 방법론을 적용하여 

요구사항의 분석과 설계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었고, CASE Tool을 통하여 설계된 모델을 구현에 앞

서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는 단계를 거치며 설계 오류를 사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

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의 단축을 얻을 수 있었으며, 구현된 시스템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많은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열차 제어 신호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객체지향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발된 열차 제어 신호시스템의 운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개량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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