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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DMI display based on ERTMS specification for the 

Integrated Onboard Signaling System (IOSS). IOSS is consists of ATS, ATC, and ATP based on ERTMS/ETCS 

Level 1. We propose an improved DMI display design which has single layout concept for the IOSS. When a 

train is in the ATS, ATC, or ATP railway section, it is protected by the ATS, ATC, or ATP equipment, 

respectively. Therefore, DMI should display the different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ach signaling system. 

 We design DMI display implemented as single layout for ATP, ATS and ATC information. This single layout 

display has a well integrated look and feel using the ERTMS specification and layout. This is for the driver to 

perceive the information easily and not to experience inconvenience resulting from the sense of difference when 

the train crossed into the different signaling section. Finally, we show the implementation result following this 

concept.

1. 서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HEMU-400x)에 탑재될 통합 열차제어 신호시스템

(Integrated Onboard Signaling System, 이하 IOSS)은 ATS (Automatic Train Stop), ATC 

(Automatic Train Control), 그리고 ERTMS/ETCS Level 1 사양의 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신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열차제어 신호시스템의 구성품 중 하나인 DMI 

(Driver-Machine Interface) 화면은 열차가 각기 다른 신호시스템의 구간을 운행함에 있어 운전자와 

신호시스템의 상호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적절히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사의 기존 ERTMS 사양 기

반으로 구현된 DMI 화면으로도 해당 역할을 부족함 없이 수행할 수 있다[1]. 하지만 기존 화면의 경우 

ERTMS/ETCS 규격을 따르지만 ATP를 표현하는 레이아웃과 ATS, ATC를 표현하는 레이아웃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 ATP 구간에서 ATS 또는 ATC 구간으로의 변경 시 혹은 ATS 또는 ATC 구간에서 

ATP 구간으로의 변경 시 화면이 변환되는 느낌을 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ERTMS/ETCS의 사양에 따라 ATP 화면 구성에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을 이용해 ATS와 ATC의 정보 표현을 가능토록 하는 단일 레인아웃 기반의 화면 설계와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정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면전환에서 느끼는 이

질감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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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1에서는 기존 자사의 DMI 화면 중 ATS와 ATC 가 표현되는 STM(Specific Transmission 

Module) 모드의 레이아웃과 ATP 구간 및 STM 구간에서의 실제 화면을 소개한다. 2.2에서는 STM 모

드를 ATP 모드에 포함시킨 단일 레이아웃을 제안한다.

2.1 기존 STM 용 레이아웃

그림 1. ERTMS/ETCS의 화면구성 및 기존 자사의 STM 모드의 화면구성

  그림 1의 왼쪽은 ERTMS/ETCS에 제시한 DMI 레이아웃 중 가로 화면의 비율이 세로에 비해 큰 

레이아웃이다[2]. ERTMS/ETCS에서는 B 영역의 B0, B1, B2 영역과 C 영역의 C2, C3, C4 영역을 속

도 영역으로 묶으며 A 영역의 A1, A2, A3 영역과 E 영역의 E1 영역 그리고 C영역의 C9 영역을 묶어 

제동 영역으로 사용한다. 또한 추가 운전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B 영역의 B3, B4, B5, B7 영역과 E 영

역의 E4 및 E19 부터 E25 영역을 이용한다. 구간의 여러 정보를 현시하기 위해 계획 정보 영역을 사

용하는데 D 영역의 D1 영역을 이용해 거리 단위를 표시하고, 구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D5 영역을 사

용한다. 속도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D6 영역 그리고 최고 제한 속도 프로파일을 제공하기 위

해 D7 영역을 사용한다. F 영역을 운전자의 입력을 위해 사용한다. 

  그림 1의 오른쪽은 자사의 기존 STM 모드의 레이아웃이며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영역

은 ERTMS/ETCS의 ATP 용 속도계의 규격(속도계 바늘의 규격, 눈금을 표현하는 각도 그리고 속도계 

중앙에 현재 속도를 Digit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 속도 영역이다. A 영역은 현재 폐색 구간에서의 잔

여거리를 20m 단위로 현시하는 제동 영역이다. D 영역과 E 영역은 ATS 및 ATC 신호시스템 영역에서

의 추가 운전 정보를 현시하는 영역이다. C 영역 및 F 영역은 운전자의 입력을 위해 사용하는 영역이

다. 

  그림 2는 각각 ATP 모드와 STM 모드의 화면을 실제 구현한 화면이다. 그림 2에서 보듯 ATP 모

드의 기능별 영역구성과 STM 모드의 기능별 영역구성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ATP 구간에서 ATS 

혹은 ATC 구간으로의 이동 또는 ATS 혹은 ATC 구간에서 ATP 구간으로 이동 시 운전자는 각 영역이 

표현하는 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영역별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구간 변경 시 화면전환

에 따른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2.2에서는 이런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단일 레이아웃의 DMI 화면 

구성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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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TP 화면 및 STM 화면(ATC 구간)

  

2.2 STM 모드가 포함된 단일 레이아웃의 DMI 화면

  ERTMS/ETCS에서는 ATP 모드를 표현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DMI의 어느 영역이든 

STM 모드를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3]. 따라서 ERTMS/ETCS에서 제안하는 ATP 화면 구성은 그

대로 유지하며 몇 개의 영역을 이용하여 STM 모드를 표현하고자 한다.

2.2.1 속도 영역

  기본적으로 ERTMS/ETCS의 ATP 모드의 속도 영역의 속도계 규격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다만, 

ATP 모드와는 다르게 목표 속도와 허용 속도를 나타내는 CSG (Circular Speed Gauge)에 ATS, ATC 

모두 현재 구간의 허용 속도만을 표현한다. ATS의 구간 신호등을 표시하기 위해 C6, C7, C2, C3 영역

을 사용하여 그림 3의 왼쪽 그림의 속도계 아래와 같이 신호등을 현시한다. ATC의 다음 구간 목표 속

도를 표시하기 위해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의 속도계 아래와 같이 C1 영역을 이용하고 목표 속도, 현 구

간 제한 속도, 예고 속도 등의 표현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바탕색과 속도값의 색상을 반전시키는 점멸

효과를 통해 운전자에게 알린다.

2.2.2 제동 영역

  제동 영역은 ERTMS/ETCS의 ATP 모드의 속도 영역의 제동 영역의 규격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제동 투입 단계를 알리는 A1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2.2.3 추가 운전 정보 및 감시 영역

  E19 부터 E23 에 고정 메시지를 표현토록 하였다. 또한 E7 부터 E9 그리고 E12 부터 E14 영역을 

이용하여 그림 1의 E 영역의 추가 정보를 현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를 표시토록 하였다. 현시하고자 하

는 인디케이터의 수보다 사용하고자 하는 영역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각 영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7 영역에는 ATC 구간임을 알리는 인디케이터가 E8 영역에는 ATS 구간임을 알리는 인디케이터

가 그리고 E9 영역에는 3현시인지 아니면 5현시인지를 알리는 인디케이터가 위치한다. E12 영역에는 

가선변경, 절연구간, 신호없음을 알리는 인디케이터가 위치하고, E13 영역에는 비상제동, ATC통과, 

MCB개방, 속도70제한의 인디케이터가 위치한다. E14 영역에는 ATS공사구간, ATS특수구간, ATS입환

구간, panto하강, 절연구간의 인디케이터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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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운전자 입력 정보 영역

  F5 영역에 STM 모드용 버튼을 추가하여 기존 자사의 운전자 입력을 위해 사용한 C1에서 C9까지

의 버튼 영역을 서브메뉴화 하였다.

  그림 3은 2.2.1부터 2.2.4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구현한 화면이다. 

그림 3. STM 모드 중 ATS 구간 및 ATC 구간의 구현 화면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ATS, ATC, 그리고 ATP 신호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 열차제어 신호시스템에 적합

한 새로운 DMI 화면 설계를 제안하였다. ATS 및 ATC 용 DMI 화면을 설계함에 있어서 

ERTMS/ETCS 사양을 따르는 ATP 용 DMI 화면을 기반으로 하여 각 영역의 구성 및 위치를 비슷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ATP 용 DMI 화면와 ATS 및 ATC 용 DMI 화면 

사이의 전환에서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화면을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DMI 화

면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ATP 화면을 기반으로 하여 

CBTC 열차제어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설계 및 구현을 한다면 현재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 도

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DMI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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