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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car-borne equipment, a part of the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system, mainly consists of automatic train protection(ATP) functions, automatic train operation(ATO) 
functions as well as the interface functions with other equipment including CBTC wayside equipment and train 
control management system etc. The CBTC car-borne software implementing ATP/ATO functions is a real-time 
embedded software requiring a high level of safety and reliability.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CBTC car-borne software, the model-based design techniques are applied with 
SCADE(Safety-Critical Application Development Environment) to the development of the CBTC car-borne 
software. In this paper, we illustrate the process modeling the car-borne ATP/ATO functions satisfying system 
requirement specification with system requirement management, modeling and document generation tools etc. 
supported by SCADE. In addition, the developed models corresponding to the ATP/ATO functions are applied to 
the train with CBTC car-borne equipment through its corresponding EN-50128 standards-compliant C code 
generated by the code generator. It is shown from the test result that the ATP/ATO models developed by SCADE 
work well while the trains are running in driverless operation mode.

1. 서론

  CBTC시스템은 지상-차상간의 연속적인 양방향 통신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열차위치를 추적하고 지

상으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상장치에서 산출한 속도프로파일에 따라 열차를 자동 운행시키며 

기존의 고정폐색시스템과 달리 선행열차의 후미 안전거리가 열차의 이동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진 이동

함으로써 선/후행 열차 간 거리가 고정된 폐색거리보다 훨씬 줄어든 최소 안전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

는 이동폐색 시스템이다. 

  이동폐색시스템에서는 후속열차가 선행열차에 최소 허용거리까지 근접하여 운전이 가능함에 따라 승

무원이 승차하지 않는 무인운전방식에서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고정폐색시

스템에 비해 더욱 부각되게 된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세계적인 철도표준 및 안전성 규격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현방식

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효율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코드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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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차 모델기반의 개발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Esterel Technology에서 제공하는 SCADE는 항공, 군사, 원자력, 철도 등 임무(Mission) 및 안전 결

정적(Safety-critical)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용으로 개발된 모델기반 개발환경으로서 열차신호시스템을 

위한 국제 안전성 규격인 EN 50128의 SIL3/4수준을 만족하는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해준다. 이는 소

프트웨어 SIL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CBTC시스템은 주로 CBTC 지상장치와 CBTC 차상장치 그리고 전자연동장치, 자동열차감시장치 등 

설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CBTC 차상장치의 주요 ATP/ATO 기능을 간략히 소개하고 

SCADE를 이용하여 요구사항관리에서부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ATP/ATO 기능의 모델링과 검증 및 최

종 C코드 생성과 개발문서 생성 등 최종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르는 모델기반의 설계를 통해 CBTC차상

장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 전반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체개발한 시뮬레이

터 그리고 경산경량전철 시험선에 적용한 시험결과를 보여주도록 한다.  

2. CBTC 차상 ATP/ATO 기능 

  CBTC 차상장치는 주로 방호기능을 담당하는 ATP기능, 자동운전기능을 담당하는 ATO기능과 외부 

설비와의 통신 등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등을 포함한다. 외부 설비와의 통신 등 인터페이스 기능

에 대한 구현은 별도의 핸드코딩작업이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SCADE를 이용하여 직접 구현 가능

한 ATP기능과 ATO기능의 구현에 한하여 다루도록 한다. 단, CBTC 차상 ATP/ATO 기능과 인터페이

스 기능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른 절에서 간단히 다루도록 한다.  

2.1 CBTC 차상 ATP 기능 

  국제규격인 IEEE 1474.1의 기능요구사항을 만족하는 CBTC 차상 ATP기능은 주로 아래의 기능을 포

함한다. 

- 열차 위치검지

- 열차 안전 간격 제어

- 안전 제동모델 산출

- 과속보호와 제동보증

- 구름방지

- 고장처리

  열차의 방호 및 감시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ATP 기능은 위에 열거한 기능 외에도 궤도종단 보호, 편

성분리보호, 영속도 검지 등 기능도 포함한다.  

2.2 CBTC 차상 ATO 기능 

  CBTC 차상 ATO기능은 ATP기능의 감시 하에 열차의 자동운행과 관련된 일련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

로서  국제규격인 IEEE 1474.1의 기능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주로 아래의 기능을 포함한다. 

- ATO 프로파일 산출 및 열차속도 제어

- 열차출입문 및 스크린도어 제어

위의 기능 외에 ATO 기능은 자동운전대절환, 열차운전모드 결정 및 ATO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정

보 설정, 플랫폼 정박위치제어 등 기능도 포함한다.  

3. SCADE를 이용한 CBTC 차상 ATP/ATO 기능의 모델링

  SCADE를 이용한 모델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은 그림1에 표시한바와 같다. 우선 시스템 요구사

항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설계 및 모델링 후 자동코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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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를 이용하여 C코드를 생성한다. 모델링 및 자동코드생성 과정을 통해 얻은 C코드는 앞 절에서 언급

했던 인터페이스기능을 위한 핸드코딩을 통해 얻은 C코드와 통합하여 최종 실행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1 SCADE기반 S/W개발과정 및 요구사항추적

3.1 CBTC 차상 ATP/ATO 기능적 요구사항 관리 

그림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요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추적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추적성은 모든 소프트웨어 안전기준의 기본조항이고 

소프트웨어인증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 중 하나로서 미션 및 안전 결정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SIL인증을 필요로 하는 CBTC 차상장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SCADE RM Gateway는 그

림2와 같이 요구사항명세서와 설계사양서 및 시험명세서 등 문서를 입력으로 하고 요구사항 추적매트릭

스(traceability matrix)생성, 커버리지 분석 및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최종 리포트를 생성한다. 리포트는 

인증절차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변경 시 그 영향을 빠르고도 쉽게 확인 가능케 함으로써 

개발과정 전반에 걸쳐 요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2 SCADE RM Gateway를 이용한 요구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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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BTC 차상 ATP 기능의 모델링 

    앞 절에서 소개한 요구사항관리를 통해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설계사양을 확정 한 후 그에 따르는 

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림3에서는 ATP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고장검지기능을 모델링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CBTC 차상 ATP 기능은 열차가 운행 중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고장발생여부를 검지

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과정을 표현하는 모델링 방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

다. 그림3중의 왼쪽 그림과 같이 고장검지기능은 한 개의 오퍼레이터로 구성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른 

쪽 그림과 같이 각종 고장별로 다수의 오퍼레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ATP 기능의 상세기능 구성과 그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모델링 과정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에서 생략하도록 한다. 

그림 3 SCADE로 구현한 ATP고장검지기능 

3.3 CBTC 차상 ATO 기능의 모델링 

  CBTC 차상 ATO 기능은 열차의 자동운행을 담당하는 기능으로서 크게 유전원지상자와 결합 전 상

태, 정위치 정차 후 출발 전 상태 그리고 자동 또는 무인운전 주행상태 등 3개 독립적인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CBTC 차상 ATO기능은 ATP기능의 모델링방식과 달리 그림4와 같이  3개의 상태로 

구성된 상태 머신 기반의 모델링방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그림 4 SCADE로 구현한 ATO 기능 

  

  모델링 수행 중 SCADE의 Checker를 통해 한 개 또는 전체 모델의 오류를 확인하고 Design Verifier

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주기 내에서 보다 빠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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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다.

 4. CBTC 차상 ATP/ATO 기능 확인시험

  앞 절에서 간략히 소개했듯이 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CBTC 차상 ATP/ATO기능 모델은 C코드로 자동 

변환된 후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현한 C코드와 통합되어 최종 실행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실제 시

스템에 적용하게 된다. 단 C코드로 자동변환 전에 SCADE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요구사항기반의 모델

레벨의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단일 모듈이나 부분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 생성된 실행파일을 차상시뮬레이터와 실제 시험선 열차에 적용하여 CBTC 차상 

ATP/ATO기능을 확인한 시험결과에 대해서만 보여주기로 한다.

4.1 차상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 확인시험

개발된 CBTC 차상장치 소프트웨어를 실제 열차에 적용하기에 앞서 안전을 위해 시험선의 환경과 동

일한 상태에서 ATP/ATO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5는 무인운전모드로 주행 중이던 열차

가 선로의 제한속도가 임시로 60Km/h에서 0Km/h로 설정됨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비상 정지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ATP기능 중 과속보호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보여준다.

그림 5 영 제한속도 설정으로 인한 비상제동 체결

그림6은 일부 구간에 임시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선로에서 열차가 ATO기능에 의한 무인운전시험

을 실시한 주행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열차는 A역에서 출발하여 B역에 정위치 정차한 후 다시 출발

하여 종차 역 C역에 정차하게 된다. 차상시뮬레이터에서는 운전모드와 출발/경유/도착역 외에 제한속도

의 설정이 가능하고 현재 차량의 진행방향, 출입문 상태, MASCON 상태 및 속도, 가속도,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등을 모두 확인가능 하도록 구현되어 있고 실험 결과는 실제 열차에 ATO 기능을 적용하였

을 때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상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 확인시험을 통해 오류 또는 예

외상황을 미리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시험선에서의 시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

고 시험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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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임시제한속도 설정시의 무인운전

 

4.2 경산 시험선에서의 기능 확인시험

차상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 확인시험을 통해 ATP/ATO기능을 확인한 후에는 실제 시험선을 이용

하여 기능 및 성능확인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그림7은 총연장 2.348Km이고 4개의 역사가 있는 경산 

경량전철 시험선의 노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경산 경량전철시험선 노선도

그림8은 CBTC 차상장치 소프트웨어를 실제 열차에 적용하여, 무인운전 모드로 선행열차를 추종하여 

운행하는 과정에 비상제동속도패턴 초과로 인해 비상 정지하는 주행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①과 ②는 각각 열차의 실제 주행속도와 비상제동 속도패턴 그래프로서 그림8중 타원형으로 표시된 부

분에서 선로의 제한속도가 갑자기 60Km/h로부터 30Km/h로 설정됨으로 인해 주행속도가 비상제동패턴

을 초과하게 되어 비상제동을 체결하여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차상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험과 

마찬가지로 CBTC 차상 ATP기능 중의 하나인 과속보호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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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무인운전모드로 선행열차 추종 중 

비상정지속도패턴 초과로 인한 비상정지

그림9는 후행하는 열차가 무인운전모드로 선행열차를 추종하는 주행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림 9 무인운전모드로 선행열차 추종 및 정위치 정차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후행 열차는 주행 중 4회 정차한다. 그림 중 ②는 정차 역에 정위치 정차한 

경우이고 그 외의 세 번의 정차는 모두 수동모드로 주행 중인 선행열차가 주행도 중 정지함으로 인해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거리 내에 정차한 경우에 속한다. 이 시험을 통해 진로상태에 따른 

안전간격제어 기능과 무인운전모드에 따르는 자동주행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정차 역에서의 정위치 정차 오차범위는 ±35cm를 기준으로 한다.

  본 절에서와 같이 시험선에서의 시험을 통해 기능 및 성능을 확인 후 최종 개발이 완료될 경우 

SCADE에서 제공하는 리포트 자동생성 툴을 이용하여 인증과정에 필요한 최종 상세 설계문서를 간편하

게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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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CADE를 이용한 모델기반의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안전 결정적인 CBTC 차상장치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차상장치 시험용 시뮬레이터와 경산 

경량전철 시험선에 있는 CBTC 차상장치를 장착한 열차에 적용한 시험결과를 통해 요구사항에 따라 개

발된 CBTC 차상 ATP/ATO 기능과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모델기반의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SCADE는 ATP/ATO 기능 등 로직기능에 대한 설계 및 모델링과 그

에 대응되는 EN-50128의 SIL3/4수준을 만족하는 C코드 생성이 가능하지만 외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핸드코딩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CBTC 차상장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SIL인증

을 받기 위해서는 핸드코딩과정에 생성된 C코드에 대한 별도의 인증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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