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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및 일반철도용 연동장치와 선로전환기간 효율적 
인터페이스 방안 연구

A Study on Efficient Interface between Point Machine and Interlocking System 
for High Speed and Conventional Rail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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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terlocking system along with point machine for efficient route control secures safety of train operation by 

interchanging information each other. However, various types of interlocking system and point machine operating on 

bender specific interface bring obstacles to effective maintenance and safety.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on 

interface methods to suggest standard interface module applicable to various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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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에서 열차운행의 안 을 확보하는 기술 는 기법으

로 크게 선행열차와 후속열차간의 추돌을 방지하는 간격제

어기술과, 서로 다른 선로에서 주행하는 열차가 한 선로로 

병합하거나 동일선로에서 주행하는 열차가 타 선로로 분리

하는 구간에서 열차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진로제어기술이 

가장 표 이다. 

열차간의 간격을 제어하는 기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용되고 있으며, 한 안 과 계된 장치의 이상 시에는 열

차운행을 정지시키는 fail-safe를 기반으로 하고, 최근 고

도운 의 요구사항으로 많은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철도의 진로제어는 최종 으로 열차의 주행방향을 변경하

는 역할을 기계 으로 분기기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분기기

를 제어하는 장치로는 선로 환기와 연동장치가 있다. 이들

간의 계는 철도에서도 가장 안 성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feedback 회로로 구성되어 표시와 제어가 일치할 경우만 정

상 인 동작을 수행하며, 이상 시는 안  동작하도록 정의되

고 있다[1]. 하지만 분기기를 제어하는 선로 환기와 연동장

치의 종류가 고속철도용, 일반철도용, 도시철도용 등으로 다

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한 각 장치들의 특성, 회로구성, 

용방법 등이 다양하다[2-4]. 따라서, 이들 장치들간의 인

터페이스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표 화된 방법이나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 장치제

작사들 간의 의에 의해 인터페이스가 실행되고 있어 안

성과 유지보수의 효율성에 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안 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기기 제어를 

한 선로 환기와 연동장치간의 인터페이스에 한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각 장치

들에 하여 공통 인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통합형 인터페

이스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본  론

2.1 연동장치의 동작 개요

철도에서 용 인 연동장치는 크게 일반철도용 (국내표

 개발)과 고속철도용(국외수입 제작)으로 구분 된다. 연동

장치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특성은 차이가 있지만 그 

주요기능과 구조는 유사하다. 그림 1에서는 국내에서 개발

하여 용 인 표 형 자연동장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

다[7].

자연동장치는 장의 궤도정보 입력을 바탕으로 역 구

내의 신호기와 선로 환기 등을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성형태는 장설비와 연결된 이

블은 분선반랙을 통해 기계실 장치와 속되어 있으며 기계

실내에서는 계 기랙과 궤도랙 등을 통하여 장설비의 상

태정보가 연동부랙으로 달되고 조작반을 통하여 감시  

제어를 수행하며, 연동부랙에서 연동논리를 처리하여 장설

비를 제어출력하고 있다. 연동처리를 담당하는 연동랙에는 

장설비로부터 상태정보를 받기 한 입력모듈과 장으로

의 제어출력을 한 출력모듈과 선로 환기모듈이 있으며 

이런 정보는 안 측 동작을 해 부분 계 기 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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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로 환기의 제어출력시 데이터 흐름도

Fig. 2 Operational diagram of point machines at control 

outputs

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동장치에서 선로 환기에 제어출력

을 할 경우에는 입력모듈, 출력모듈, 선로 환기 모듈을 복

합 으로 사용한다[8,9].

그림 1 자연동장치의 모듈과 데이터 흐름도

Fig. 1 Data flow diagram and modules of electronic interlocking

2.2 선로 환기 동작

선로 환기의 동작은 일반용(NS형)과 고속용(MJ형) 모두 

유사하며 그 동작과정은 제어감시 콘솔에서 연동장치를 제

어하면, 제어계 기의 동작에 의해 선로 환기가 동작하여 

분기기를 변환시키는 형태로 구성되며, 안 인 측면을 고

려하여 연동장치는 선로 환기의 변화상태를 피드백 하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형 선로 환기 동작과정은 연동장치의 제어계 기

(WR)가 동작하여 선로 환기 내부에 있는 제어계 기(AS)

가 동작하게 되고, 순차 으로 모터가 동작하여 분기기를 변

환시킨 다음 내부의 회로제어기를 동작시킨다. 연동장치는 

회로제어기의 원으로 표시계 기(KR)를 동작시켜 상태 

입력으로 선로 환기의 상태를 확인한다[10].

고속형 선로 환기의 동작형태가 일반형과 다른 은 모

터를 제어하는 제어 원 공 을 자 기를 통하여 첨단

부와 크로싱부에 같이 공 하는 것이고, 검지시에도 첨단부

와 크로싱부를 함께 검지한다는 것이다[11]. 한, 고속형 선

로 환기에 제어출력을 할 경우에는 일반형과 동작형태는 

유사하지만 고속형 선로 환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처리방법

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2.3 선로 환기의 동작형태에 따른 분석

국내에서 용 인 일반형과 고속형의 동작에 따른 공통

과 차이 을 분석하면 그림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공통

으로는 (1)선로 환기가 동작하기 해서는 제어 원의 공

이 필요하며, (2)동작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상태의 정보

를 알 수 있으며, (3)상태는 정 (Normal), 반 (Reverse)로 

구분된다.

차이 으로는 ① 원공 이 일반형은 제어 원을 제어계

기를 통해서, 고속형은 자 기를 통해서 모터에 공

되며, ②일반형은 제어계 기의 상태정보만 확인하지만, 고

속형은 추가 으로 자 기 상태정보도 확인하며, ③일반

형은 제어용 동기가 첨단부에만 존재하지만 고속형은 첨

단부와 크로싱부 각각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으

로 인하여 제어출력  상태입력에 한 채  수가 상이함

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철도용 분기기 고속 철도용 분기기

련 정보 채 수 련 정보 채 수

선로

환기

모듈

WR 제어 1 WR 제어 1

출력

모듈
WLR 제어 1

WLR 제어

pMCR(첨단) 제어

fMCR(크로싱)제어

3

입력

모듈

WR(N) 상태

WR(R) 상태

WLR 상태 

KR 상태(NKR, 

RKR)

5

WR(N) 상태

WR(R) 상태

WLR 상태 

pMCR 상태

fMCR 상태

pKR 상태(pNKR, 

pRKR)

fKR 상태(fNKR, 

fRKR)

9

표 1 자연동장치의 입출력 채  수

Table 1 Number of I/O channel for an interlocking system

본 연구의 목표인 공용화를 해서는 입출력의 채  수

가 동일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어부분만을 본다면 선로

환기의 동작은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하나 제어를 한 각 

소자들의 상태정보를 확인한다면 별도의 입력 채 이 필요

하므로 입출력 채 수가 다르게 되어 공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의 선로 환기만 본다면 그림 3과 같이 선부분(공

원을 수  후 모터의 동작후 상태정보를 피드백하는 형

태)은 선로 환기 내부동작구조로 동일하다. 그리고 동작결

과의 상태정보도 연동장치 계 기와 인터페이스를 하는 형

태로 역시 동일하다. 차이 은 원공 부분과 그 부분의 

상태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고속용은 두 개의 분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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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로 환기의 내부동작 구성도

Fig. 3 Inner operational diagram of point machines

a) 일반용

b) 고속용 

그림 5 선로 환기 기능구성도 

Fig. 5 Diagram of functional configuration for point machines

동시에 동작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공용화하기 해서

는 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로 환기의 안  동작을 한 것이라면 어느 하

나의 소자라도 정상 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실제 으로 

선로 환기는 동작하지 않으므로  소자의 상태정보를 하

나로 통합해도 무방하다고 고려된다. 다만 유지보수 차원에

서 본다면 어느 소자에 이상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운 인 면에서는 불편하다. 그림으로부터 제조건을 검

토하면 다음과 같다.

- 고속용일 경우 두 개의 선로 환기에 원공 을 같이 

병렬 처리한다.

- 상태정보는 하나의 정보로(AND) 처리한다.

- 자 기의 상태 정보도 하나의 정보(AND)로 처리한다.

이러한 제조건으로 공용화된 선로 환기의 구동형태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그림 4 공용화 선로 환기 구성도

Fig. 4 Configuration of point machines for common use

한, 선로 환기와 연동장치간의 동작을 기능 으로 구

분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선로 환기의 연동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부분을 구분하면 연동장치에서 동작시

키는 부분( 색부분), 선로 환기가 동작하고 상태정보를 처

리하는 부분(녹색부분)  선로 환기를 동작시키는 공

원을 한 사 처리  결선 부분(청색부분)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청색내부의 처리를 공용화할 수 있

도록 인터페이스 시킨다면 선로 환기의 공용화는 가능하다.

2.4 연동장치와 선로 환기간의 인터페이스 방안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처리방안으로 첨단

부와 크로싱부를 병행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단독으로 처리

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2.4.1 선로 환기에서 연동장치로의 인터페이스 방안 

2.4.1.1 병행처리 방안

선로 환기의 회로제어기에서는 동작후의 상태를 NKR과 

RKR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용

과 채  수를 맞추기 해서는 각 KR의 상태를 직렬 조합

하여야 한다. 와 같이 선로 환기의 회로제어기에 의해 

결정되는 고속용 KR 상태정보(pKR, fKR)를 첨단부와 크로

싱부의 NKR  RKR로 직렬 조합 처리하여 2개의 채 로 

입력되면 일반용과 같은 채 로 할 수 있다. 

련 사항
일반 철도용 분기기 고속 철도용 분기기

련 정보 채 수 련 정보 채 수

선로

환기의 

회로

제어기

KR 

상태

NKR 1
pKR, 

fKR 

상태 

pNKR 

.AND. 

fNKR

1

RKR 1

pRKR 

.AND. 

fRKR

1

표 2 자연동장치의 입력 채  설정 방안(첨단부와 크

로싱부 병행)

Table 2 Setting method of input channel of an interlocking 

system (in parallel point & cr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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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렬조합 처리를 하게 되면 비정상 인 동작을 하

을 경우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첨단부와 크로싱부의 어느 쪽

에서 발생되었는지를 확인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2.4.1.2.  단독처리 방안

병행 처리시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첨단부와 크

로싱부를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단독 처리시 선로

환기에서 자연동장치로의 정보내용은 일반용과 고속용

이 동일하다.

일반 철도용 분기기 고속 철도용 분기기

련 정보 채 수 련 정보 채 수

선로

환기의 

회로

제어기

KR 

상태

NKR 1
KR 

상태

NKR 1

RKR 1 RKR 1

표 3 자연동장치의 입력 채  구분(첨단부와 크로싱부 단독)

Table 3 Classify of input channel for an interlocking system 

(separately point & crossing)

2.4.2 자연동장치에서 선로 환기로의 인터페이스 

방안

2.4.2.1 병행처리방안

선로 환기모듈에서의 제어출력  상태입력의 채  수는 

동일하다. 고속용 출력모듈에서의 출력은 pMCR  fMCR

의 제어와 WLR 제어를 병렬 조합 처리하여 하나의 채 로 

출력하고, 상태정보로는 pMCR  fMCR의 상태와 WLR 상

태를 직렬 조합 처리하여 하나의 채 로 입력되어야 한다.

일반 철도용 분기기 고속 철도용 분기기

련 정보 채 수 련 정보 채 수

선로

환기모

듈 

WR 제어 1 WR 제어 1

WR 

상태

N 1
WR 상태

N 1

R 1 R 1

출력

모듈 

출력

WLR 제어 1
WLR .OR. pMCR 

.OR. fMCR 제어
1

WLR 상태 1
WLR .AND. pMCR 

.AND. fMCR 상태
1

표 4 자연동장치의 입출력 채  설정 방안(첨단부와 

크로싱부 병행)

Table 4 Setting method of I/O channel of an interlocking 

system (in parallel point & crossing)

2.4.2.2.  단독처리 방안

고속용 출력모듈에서의 출력은 MCR 제어와 WLR 제어

를 병렬(or)조합하여 처리하여 하나의 채 로 출력하고, 상

태정보로는 MCR 상태와 WLR 상태를 직렬(and)조합하여 

처리하여 하나의 채 로 입력되어야 한다.

련 

사항

일반 철도용 분기기 고속 철도용 분기기

련 정보 채 수 련 정보 채 수

선로

환기

모듈 

WR 제어 1 WR 제어 1

WR 

상태

N 1
WR 상태

N 1

R 1 R 1

출력

모듈 

출력

WLR 제어 1
WLR .OR. MCR  

제어
1

WLR 상태 1
WLR .AND. 

MCR 상태
1

표 5 자연동장치의 입출력 채  설정 방안(첨단부와 

크로싱부 단독)

Table 5 Setting method of I/O channel of an interlocking 

system (separately point & crossing)

2.5 정보처리를 한 인터페이스 방안

일반용과 고속용의 공용화를 해 병행 처리하는 방법과 

단독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도 공용

화가 가능하다. 고속용의 WLR OR pMCR OR fMCR 제어

를 한 형태는 일반용의 WLR 제어 형태와 동일하다. 고속용

의 WLR AND pMCR AND fMCR 상태정보 형태는 일반용

의 WLR 상태정보 형태와 동일하다.

a) 일반용

b) 고속용 

그림 6 공용화 상태정보 처리 블록도 

Fig. 6 Process block diagram for common use

고속용의 pKR과 fKR의 상태정보(pNKR AND fNKR, 

pRKR AND fRKR) 형태는 일반용의 KR(NKR과 RKR) 상

태정보 형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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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향후 연구방안

이상과 같이 재 한국철도에서 용 인 일반용과 고속

용의 자연동장치와 선로 환기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용하고 있어 설치  유지보수에 있어 지속 인 애로가 발

생하고 있어 이들을 공용화하여 애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그림 4와 같이 검토하 다. 

향후에는 제안된 인터페이스모듈에 해 실 장치를 제작

하고 기능시험과 안 성분석 활동을 통하여 장설비를 기

반으로 성능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성능검증이 확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표 사양을 작성되어, 향후 자연동장치와 

선로 환기의 인터페이스에 있어서의 사양으로 활동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자연동장치와 선로 환기간의 정보 달  인터페이스 

계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로 선로 환기의 구동을 한 

방법과 내부 구조는 유사하 으나, 선로 환기를 구동시키기 

한 원의 공 방법에 매개체가 사용되고 결선형태가 상

이하지만 문제 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문제 으로는 일반용은 하나의 분기기를 구동시키지만, 

고속용일 때는 두 개의 분기기를 동시에 구동시키기 때문에, 

분기기를 구동시키기 한 제어출력  분기기의 동작 후 

상태정보의 채 수가 다르다. 연동장치에서 분기기를 공용

화하기 해서는 입출력 채  수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제조건이 필요하다. 해결 방안으로는 

고속용 선로 환기의 첨단부와 크로싱부를 병행 처리하는 

방법과 개별 처리하는 방법이 존재하며 두 방안 모두 공용

화를 하는데 문제 이 발생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동장치와 선로 환기간의 인터페이스 모듈은 시스템의 

표 화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향후 지속 인 연구를 통해 실 장치를 구 하고 이를 장

설치와 시험을 거쳐는 연구를 지속하여 최 의 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고속  일반용을 포

함하는 범용형으로 운용이 가능한 효율 인 시스템이 될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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