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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재 운  인 부분의 자연동장치에서는 시스템을 이 계로 구성하고 있다.  자연동장치 이

계 시스템은 동작계와 기계등으로 이 으로 구성하여 시스템의 안 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계 

시스템에서는 동작계 모듈의 고장 시 고장을 검지하여 기계로 체 하여 계속 인 연동장치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계로 체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들을 도출하고 그 문제 에 하여 

보안한 모델을 제시하고 문제 에 한 실험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한 확인을 하고자 한다.

------------------------------------------------------------------------------------

1.  서  론

 재 운  인 자연동장치는 각기 운 방법에 한 조 씩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 이 계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이 계 시스템은 시스템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으로 그 요성은 매우 요

하다. 이 계 시스템에서는 동작계와 기계로 구성되며, 동작 계에 고장 시 자체 고장검지와 기 계

에서 고장 검지을 검지하는 방법으로 고장을 검지하고, 고장 시 기계로 체 되어 진다. 이러한 시스

템 체 시 체가 되지 않거나 잘못 되었을 때는 기기의 오작동 내지 동작불능 상태로 직면하게 되어 

연동장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열차운행의 지연이나 안 한 운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동장치 시스템 체 시 발생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 문제 을 분석하고 이에 

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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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전자연동장치 구성방안

 자 연동장치는 그림1과 같은 흐름으로 운  된다. 제어 모드는 두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CTC모드 즉 종합 사령실에서 제어하는 모드로서 종합 사령실에서 정보를 연동 논리부가 연산을 하며 

이 연산 결과를 통신 모듈을 통하여 제어부를 해지며 장 제어부에서 장 기기를 제어 하게 된

다.  하나의 모드는 Local 제어 모드로서 표시제어부에서 제어를 하게 되고 연동 논리부는 연산을 통

하여 제어 정보를 만들어 내고 제어 정보는 통신부를 통하여 제어부에 달되어 제어부에서 제어를 

하게 된다. 

 자연동장치 구성은 표시제어부, 유지보수부, 연동논리부, 제어부등으로 구성 되며, 표시제어부, 연동

논리부, 제어부등이 이 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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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연동장치 구성도

연동논리부는 이 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모드에 따라 표시제어부와 CTC로부터 1계와 2계가 동시에 

명령을 받아 연산 결과를 서로 비교 후 결과 값이 같으면 주계의 연동 논리부가 장 제어부로 제어 

명령을 수행한다. 운   고장으로 정상 인 동작이 불가능할 때 기존의 출력을 그 로 유지한 상태

에서 제어권이 주계에서 부계로 넘어가며 주계의 제어는 차단되어 연동임무를 수행한다.

 장제어부는 이 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어하는 장 기기에 따라 선로 화기 제어모듈, 신호기 제

어모듈,　입력신호 제어모듈, 출력신호 제어모듈 등으로 구분되어 지며 시스템의 구성 형태에 따라 

장과 신호 기기실에 설치된다. 이 계 시스템으로 Hot-Standby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한 모듈 

안에는 CPU가 이 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연동논리부(IXL)에서 제어 명령을 받으면 CPU가 병렬연산



을 통해 처리 결과가 같을 때 제어가 되며, 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 인 연산을 수행 할 수 없을 

시 재 정상 인 운 이 가능한 계가 주계가 되어 고장이 발생한 계의 제어를 차단한 후 기존의 출력

을 그 로 유지한 채 계속 연동임무를 수행한다. 이 계 모듈 체가 정상 인 연산을 수행 할 수 없

을 시에는 Fail-Safety 원칙에 따라 안 측 동작을 하게 되어 있다.

2.2 시스템 절체 시 문제점

 제어부는 장의 제어기기에 따라 여러카드로 구성되어 되어 있으나 기본 으로 입력과 출력의 기능

으로 구분되어 지며 이러한 기본기능에 추가 인 Logic을 구성하여 장기기 용 카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입력 신호는 그림2와 같이 장에서 오는 입력신호를 동작계와 기계가 병렬로 입력하

여 연동논리부에 달하게 된다.

그림 2. 입력모듈 구성

 입력 모듈은 동작계와 기계가 회로 으로 병렬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부의 기  충격 시 소자의 

동시 소손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한 보안 책으로 입력모듈의 최  입력단에 항과 Iso-Lation 

구조를 추가하여 노이즈 인입 시 입력모듈의 동작계와 기계의 동시 소손과 회로의 단락을 방지 한

다. 

 출력모듈은 입력모듈과 다르게 병렬출력을 하지 않고 동작계에서만 출력을 하고 체시 동작계에서는 

출력을 차단하고 기계에서 출력을 하게 된다. 출력 모듈의 특성으로 출력신호의 시간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차는 장기기의 오작동을 발생 할 수 있다.

그림 3. 출력모듈 구성

출력모듈의 이러한 특성은 기존 사용하는 Realy와 다르게 SSR의 동작속도가 300ms에서 15ms 어듬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 한 보안 책으로 최종 출력단에 그림 4와 같이 Relay를 추가 하여 출

력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Table 1은 체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을 정리한것인다.



< Table 1 >

구성 기능 문제

입력모듈 입력신호를 검지
∎ 자소자의 소손으로 모듈내 회로의 단락으로 기 계에 류가 

흐르지 않아 입력 신호가 검지가 되지 않음

출력모듈 출력신호를 제어
∎ 체시 출력 찬단과 출력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시간차가 발생

하게 된다.  

3.  결  론

   본 논문은 자연동장치 체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에 하여 정의하고, 이러한 문제 에 한 

보안 책을 Table 2와 같이 제시하 다. 

< Table 2 >

구성 문제 보안 책

입력모듈
소자의 소손으로 회로의 단락으로 입력신

호 검지 불능
∎ 최  입력단에 Iso-Lation 기능 추가

출력모듈
체시 동작계의 출력차단과 기계의 출

력의 시간차
∎ 출력 최종단에 Relay를 추가

와 같이 제시된 방안은 하드웨어 인 방법에 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 종합 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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