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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의 안전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제동’이다. 그 중 제동력 관리는 차량 전체의 여러 제동 

시스템에 대한 최적 비율의 제동력 분산, 마찰 브레이크의 구체적인 작동 상태, 미끄럼방지 보호, 롤링 

감시 및 제동 중 전기 에너지 회생을 담당한다.  

 

독일의 초고속 열차 I.C.E(이체에, InterCity Express) 는 세 단위의 상호보완적 제동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속에서는 디스크 브레이크만 작동시켜도 충분하지만, 고속에서는 동전기 

브레이크(electrodynamic brakes)도 작동한다. 또한 특정 구간에서는 와전류 브레이크가 두 

브레이크를 지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기술이 없다면 이러한 지능형 제동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계부품을 대체한 전자장치 

1970 년대까지 열차 제동장치는 거의 대부분 기계식/공압식으로 제작,작동되었다. 제동으로 발생하는 

바퀴의 플랫스팟**은 위험한 진동이나 불안정한 작동상태를 만드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자제어식 잠김방지 제동 시스템인 ABS (Anti-lock Brake System) 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동차 ABS 에 대응되는 열차의 미끄럼 방지 기능은 제동 시 바퀴와 선로의 정지마찰(stiction)을 

최적화하여 제동거리를 감축하기 위해 축 미끄럼을 제어한다.  

**플랫스팟: 가속(加速) 시 엔진의 출력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작용하지 않게 되는 지점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속열차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의 중추이다. 그러나 운행 속도가 시속 250km 를 넘는 

고속열차의 특성상 제동장치의 기계부품 및 제어 전자장치의 성능수준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처럼 핵심적인 

안전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크노르 브렘즈 (Knorr-Bremse) 社는 지난 

15 년 간 이타스의 제품을 활용해 왔다. 



 

 

  

 
[그림 1] 바퀴와 철로를 고려한 시스템. 제동시스템의 ‘미끄럼방지 기능’은 제동으로 생기는 플랫스팟을 방지한다.  

 
 

안전하고 검증된 ASCET 소프트웨어 활용해 자동 코드생성 

open-loop 및 closed-loop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전문 툴이 필요하다. 이에 

크노르 브렘즈의 엔지니어들은 지난 1999 년부터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에 ASCET 을 이용하고 

있다. 

 

ASCET 사용 이전에는 엔지니어가 열심히 시스템 기능을 설계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 기능을 C 

언어로 프로그래밍했다. 또한 open-loop 및 closed-loop 제어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컴퓨터에서 제작하기 위해 최초의 윈도우즈 PC 용 그래픽 프로그램인 마이크로그래픽스 

디자이너(MicroGrafX Designer)를 사용했다.  



 

 

 
[그림 2] 독일철도청의 대표 제품 – ICE 3 

 

 
[그림 3] 철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자 시스템 (ESRA, Electronic Brake Control System). 

 

 
[그림 4]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제동 모듈 



 

 

 

그러나 이제는 ASCET 에서 생성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부터 C 언어 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인증된 툴 버전을 사용하면 생성된 C 코드를 검증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ASCET 은 DIN EN 

50128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안전이 핵심요소인 SIL 2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적합하다.  

 

또한 제동 시스템은 30~40 년에 이르는 서비스 연한을 가정하고 설계될 뿐만 아니라 사용 도중에도 

지속적인 개선 및 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타스의 장기적인 유지관리 지원정책이 개발 툴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철도 제동 제어장치의 시스템 복잡성 

현재 제동 제어장치는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19 인치 ESRA 플러그인 보드에 CAN 버스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이 하드웨어의 백플레인은 크노르의 독점 개발제품이며 CAN 에 맞게 

변형되었다. 132 MHz 의 클락 속도(clock rate)와 PC 104 인터페이스를 가진 프리스케일(Freescale) 

PowerPC MPC5554 마이크로컨트롤러는 CPU 역할을 담당한다. 작동 중에는 하나의 시스템이 한 개 

이상의 메인보드와 추가 보드, 입출력 확장 모듈 및 버스 커플러 보드로 구성된다.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어기를 위한 개발과 모듈, tasks 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의 설정은 전적으로 

ASCET 으로 수행한다. 이는 기존에 만들어진 표준 API(Standard functions)를 사용하거나 통합하기 

쉽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템플릿으로 지원된다. 그것은 개별기능의 입출력 신호로 

정의하거나 이후 프로세스를 위해 사용된다. 변형을 만들 때 개별 open-loop 와 closed-loop 기능은 

코드생성시 ASCET 모델에서 구성될 수 있다. 

 

ASCET, 보다 안전한 제동장치 개발에 일조 

포괄적인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거쳐 캘리브레이션 매개변수 값이 정해지면 비로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실장된다. 런타임 중 제어기에 대한 검증이 면밀히 이루어진다. 즉, 여러 시스템에서 진단 

및 안전 관련 기능의 비중은 50~80% 정도에 이른다 현재 크노르 블렘즈 엔지니어들은 ASCET 6.2 

버전을 사용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를 위해 ASCET-SCM(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과 함께 에러 및 요구사항 파악용 JIRA 툴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ASCET 덕분에 유럽 도심들이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독일 철도청(도이치반, Deutsche Bahn) 의 

고속열차인 ICE 3 가 시속 320km 의 속도로 파리, 브뤼셀,암스테르담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ICE 



 

 

3 는 지멘스(Siemens)의 Velaro D 기반으로 크노르의 첨단 와전류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다. 이 

브레이크의 소프트웨어가 바로 ASCET 을 사용해 개발되었다. 

 

한편, 크노르 브렘즈는 고속철도뿐 아니라 상용차 브레이크 시스템 개발에서도 ASCET 을 이용하고 

있다. 상용차의 브레이크 운영 시스템과 고속철도의 브레이크 운영 시스템은 서로 다르지만, 시스템 개발 

시 개발효율성과 높은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크노르 브렘즈(Knorr-Bremse)는 

열차 및 상용차량의 제동 시스템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업체이다. 1905 년 베를린에서 창립된 

크노르브렘즈는 뮌헨에 본사를 두고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여객열차용 공압식 브레이크인 K1, 

화물열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0km 에서 65km 까지 끌어올린 압축공기 브레이크인 Kunze-Knorr 

(1918 년)가 있다. 

 

1972 년에는 상용차량용 ABS 를 최초로 도입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20 년 후 최초의 

상용차량용 공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출시했다. 2 만여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크노르 브렘즈는 

제동 시스템 외에도 에어 컨디셔너, 도어 시스템에서부터 디젤 엔진용 비틀림 진동 댐퍼까지 다양한 

열차용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