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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way signal faciliti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safe train operation. By the 
result of the unification of signal and station control, station control staffs have been having a hard time to 
grasp the knowledge about signal facilities and the fault restoration ability in a short term since the existing 
manuals were only made with text materials. To meet the growing demand to educate the maintenance work 
in actual and effective way, the maintenance manuals and periodic procedures was developed in the forms of 
video clips and animations with quality contents onto a DVD enabling not only to improve the maintenance 
works for signal facilities but to contribute budget saving and profit generating.

1. 서 론

도시철도의 신호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이다. 최근 신호-구내분야 통합으로

운전취급실 근무자가 기존의 책자형태로 되어있는 유지보수 메뉴얼로 신호설비에 대한 이해도 습득이

불충분하며 단기간에 신호업무 능력 향상이 어렵고 장애 복구능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유지보수

교안(敎案)및 정기검사 절차서를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동영상(DVD)으로 제작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보수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개발하여 신호설비 유지보수업무 향상은 물

론, 예산 절감 및 수익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배 경

기존 신호시설물의 신설 및 교체에 따른 정기검사 절차방법이 산재되어 있어 점검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점검기준이 달라 동일 장비의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7년도에 설비종별 검사항

목을 점검절차 순서에 따라 사진을 첨부한『신호설비 정기검사 절차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호선 ATO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절차서가 추가되었다. 아래 도표1는 정기검사 절차방법 예

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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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명 단위 합계 호 선 별

합 계 5,727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신호기 기 2,293 114 837 766 576

선로전환기 대 511 44 221 146 100

연동장치 개소 96 4 42 26 24

궤도회로장치 개소 1,973 120 842 591 420

전원장치 대 52 4 29 10 9

ATS장치 개소 802 121 681 - -

 도표 1. 기존 정기검사 절차서 예시

3. 현 황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호선은 ATS방식, 2호선은 ATO 방식

(ATS방식 병행운용중), 3-4호선은 ATC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채택,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호

설비로는 신호기, 선로전환기, 연동장치, 궤도회로, 전원장치, ATS장치 등이 있다. 아래 도표2는 서울메

트로에서 운용중인 주요 신호설비 현황이다.

도표 2. 서울메트로 주요 신호설비 현황

4.  동영상 제작 

  4.1 필요성

2008년도 신호․구내 직종 통합후 운전취급실 직원의 신호설비 업무 전반에 걸친 전문성 확보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텍스트화 된 각종 신호설비유지보수 매뉴얼 및 장애조치 S.O.P를 보다 쉬운 접

근성과 이해력 증진을 위해 시각적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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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설계 촬영(스튜디오) 선로전환기촬영(현장) 

AF궤도회로 촬영(유경제어) ATO장치 촬영(현장)

 4.2 제작 방법

   서울메트로와 (주)사이버출판사가 “신호설비 유지관리절차 동영상제작 및 콘텐츠(e-러닝)개발”의 제

작 및 판매, 저작권과 관련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시나리오 및 장소, 강사, 관련직원은 서울메트로

에서 제공하고 촬영은 사이버 출판사가 담당하였다

4.3 제작시 어려웠던 점

신호 동영상에 처음 제작함에 있어 전문강사가 아닌 직원들이 강의하므로 강의기법과 시나리오 작성

의 어려움이 많았다. 주로 열차종료후 야간에 촬영분이 많아 장소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카메라 앞

에 서는 부담으로 인한 강사진 섭외문제에 따른 고충이 많았다. 또한 한정된 예산과 전문촬영장비나 편

집기술이 없어서 각 차시당 편집 및 수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4.4 촬 영

   동영상 촬영장소로는 차량기지 및 신호기계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신호실습장, 스튜디오(사이버출판

사), (주)유경제어 교육장, (주)대농산업전기에서 진행하였다. 촬영방법으로는 선정된 강사(서울메트로 직

원, 업체 직원)와 촬영기사가 미리 작성된 장치별 시나리오에 의해 촬영하였다.

아래 그림 1은 촬영과정의 주요모습이다.

그림 1. 촬영과정

1035



메뉴 화면 이론편 화면

점검절차편 화면 동영상편 화면

4.5 화면구성

총 16차시로 제작되었으며 1차시당 이론편과 점검절차편, 동영상편 3개편으로 구성, 제작되었다

구성화면(선로전환기 장치)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구성화면(선로전환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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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은 신호직원으로 하여금 기존 텍스트로 된 정기검사 절차서를 보다 쉬운 접근성과 이해력 증

진을 위하여 직접 장비앞에서 시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시청각효과를 이루어 유지보수 기술을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영상을 활용하여 반복학습을 통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속한 복구 및

장애 최소화에 기여하고 개발예산 절감 및 수익창출에 따른 경영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

도 및 도시철도의 신호분야뿐 아니라 전기나 철도토목, 차량분야등 타분야의 직무교육용으로 개발된다

면 경험적 요소가 많이 필요한 철도분야의 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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