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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interlocking system in railway is to prevent the route for a train being set up and its 

protecting signal cleared if there were already another, conflicting route set up and the protecting signal for that route 

cleared. Recently, conventional relays circuitry in industrial field is replaced to computer-based control systems according 

to the advance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fore, interlocking systems in railway field are rapidly 

changing from existing relay-based interlocking system to computer-based electronic ones that executes the vital 

interlocking logic to assure the safety train routes at trackside signaling equipment room using electronic circuits. So it 

is very important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developed electronic interlocking system by plentiful laboratory testing 

before actually application in the railway system. However the laboratory testing in the present state of railway 

signaling is preformed individually by manual, so very much test time and cost are required. To solve these problems, 

we are developed the simulator for automatic interlocking inspection in this research. This simulator is able to operate 

on general personal computer and has following beneficial functions : automatic test sheet generation for inspection, 

automatic inspection execution and et al. The experiments are executed to test the feasibility of the developed simulator 

the experimental results have good agreements with the anticipate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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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의 신호제어시스템은 철도의 선로변  역의 신호기

기실에 치하면서 열차의 속도제어  진로제어 등을 담당

하여 열차의 효율 인 운행을 지원하며, 한, 열차의 충추

돌 방지  최종 인 안 운행을 책임지는 제어장치이다. 

이처럼 열차 안 운행을 보장하기 한 여러가지 기능을 수

행하는 신호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용하기 해서는 장 

설치 에 실험실 수 에서 충분한 시험을 수행하여여 그 성

능을 입증하여야 한다.[1-2][7-8]

정거장구내에는 복잡한 선로를 개통시키는 선로 환기, 

차량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나 입환표지가 있으며, 

열차의 도착  출발, 차량의 입환을 구내선로배선의 용량범

 내에서 비 동기로 조작하여 수송의 효율을 극 화하기 

해 선로 환기나 신호기, 입환표지를 빈번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작을 취 자의 주의력에만 의지할 경우 취

자의 오류로 인한 작업효율의 하  취  안 성에 

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취 의 오류가 발

생하더라도 그 오류를 장치가 보완 혹은 차단하여 작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목 으로 설비되는 장치가 연

동장치이다.

신호기, 입환표지

선로전환기
열차,차량의 유무

(궤도회로)

신호기

선로전환기

연동장치선로전환기

신호기

선로전환기

신호기 

궤도회로

궤도회로

쇄정

그림 1 연동장치와 장기기와의 연결

Fig.  1 Connection between interlocking system and field equipment

선로 환기, 신호기나 입환표지, 선로상의 열차 혹은 차량

의 유무 등 장설비의 조건  계를 상호 유기 으로 구

성하여 제어나 취 에 일정한 순서와 제한을 시행한 장치가 

연동장치이며, 그림 1과 같이 연동장치를 심으로 하여 선

로 환기, 신호기나 입환표지, 열차나 차량을 검지하는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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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등이 상호 연결되어 열차의 안 운행을 도모하고 있다.

선로 환기, 궤도회로, 신호기를 서로 연 시켜 열차를 안

하게 그리고 효율 으로 운행시키기 해서 연동장치가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반드시 연동시험을 행하여 연쇄

(interlock) 계가 확실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수송수요의 증강에 따른 역의 규모화, 열차횟수의 증가  

다양한 운행 리와 보수 리를 한 기능 부가 등으로 연동

검사를 한 취   확인횟수가 증가하여 많은 시험시간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작 기간의 장기화  

비용증가 등의 문제 이 상되고 있다.[9][10]

한 검사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열차 운 상 한 사고

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요약 할 수 있다. 

․ 검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 실수가 많아 재차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동장치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시험할 수 있다.

․ 연동변경에 즉시 응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동도표로부터 연동표  각종 조건표에 의한 연

동검사 제어알고리즘을 구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연

동검사를 자동으로 실시하는 연동검사장치를 개발하여 검사

의 효율  연동장치의 안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2 . 연동검사 방법

기연동장치에서는 조작표시반에 선로 환기방향, 신호

기 시, 열차 치, 진로설정 유무 등 열차운 에 필요한 모

든 정보가 표시된다. 진로표시등은 진로구분쇄정의 궤도회

로마다 등하도록 하고 선로 환기는 개통방향마다 등하

도록 구성하 다. 진로를 취 하여 쇄정이 걸리면 진로방향

으로 진로표시등이 등하여 진로쇄정의 완료를 표시한다.

이것은 열차의 운용뿐아니라 장애보수에도 활용할 수 있

다. 만약 진로표시등은 등했으나 신호 시등이 정지인 경

우는 진로쇄정회로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 이후의 회로에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진로표시등이 등되지 

않았으면 진로쇄정회로 이 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다음에 선로 환기표시등이 정 에 있는지 

반 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선로 환기가 소정의 방향을 표

시하고 있으면 진로쇄정회로(진로조사회로)에서 문제가 발

생한 것이고 그 지 않으면 선로 환기 환불량 는 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조작표시반 감시등

을 확인하면 고장의 치를 측할 수 있다.[9-10] 

다음은 연동장치의 연동검사를 분석한 내용이다. 

2 .1 연동장치 입출력

연동장치는 압구(button 는 조작키)의 조작에 의해서 

동작하고 선로 환기  신호기를 제어한다. 이때 장신호

기의 상태, 선로 환기의 상태를 궤환(feedback)신호로 사용

하고 궤도회로 정보를 열차의 치정보로 사용하는 시 스 

회로이다. 그림 2는 연동장치의 입․출력 정보에 한 개략

인 내용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동장치

선로전환기

신 호 기

열  차

궤 도 회 로

신 호 기

선로전환기

1차입력 출력

2차입력

그림 2  연동장치의 입․출력 정보

Fig.  2  Input/output command of interlocking system

2 .2  연동검사 분석

효율 인 연동검사리스트를 작성하기 하여 재 국철에

서 사용하고 있는 연동검사방법  지침과 일본의 연동검사

방법 즉, JIS규격에 의해 규정한 계 연동장치 검사방법  

각 민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조사 분석하 으며, 국내

의 공장출하 시 연동검사에 직  참석하여 재의 시험방법

에 한 어려움을 직  경험하 다.[1-6]

① 조작, 확인횟수 검

   연동장치는 역구내에서 열차운 을 안 하고 원활하게 

하기 해서 신호기, 선로 환기 등을 제어하는 장치

이고, 연동검사는 연동장치가 연동도표에 의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조건검사이다.

② 연동검사 항목

   연동검사는 기본 으로 계 기로 구성된 기연동장치

의 검사기법을 바탕으로 기능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자연동장치의 연동검사도 이를 바탕으로 기본

항목은 연동도표와 연동장치 검사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 다.[3][6]

연동검사 항목 연동도표 테이블

선로 환기 단독 환 선로 환기란

진로설정검사 쇄정란

철사쇄정검사 철사쇄정란

상호쇄정검사 쇄정란

근쇄정검사 근 는 보류쇄정란

보류쇄정검사 근 는 보류쇄정란

진로쇄정검사 쇄정란/진로쇄정란

신호제어검사 신호제어  철사쇄정란

지장진로검사 쇄정란

기        타 시간쇄정, 폐로쇄정 등

표    1  연동검사의 기본항목

T ab le 1  Basic items of interlocking check



電氣學 論文誌 53P卷 2號 2004年 6月

72

3 . 연동검사 장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연동장치의 기능확인을 

해 연동검사를 자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연동장치가 주

어진 연동도표 로 기능 발휘하는지를 정하기 한 것이

다. 따라서 연동검사장치는 연동도표 상의 모든 발생 가능

한 조건에 한 시험을 빠짐 없이 신속하게 자동 처리함으

로써 연동장치의 성능 검증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수작업에 의한 연동검사 시 발생 가능한 실수를 배제하고 

검사 수행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 인 연동검사를 수행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자연동장치의 연동검사장치는 시뮬

이션 컴퓨터, 장시뮬 이터로 구성되어 연동검사 시뮬 이

터와 자연동장치와의 연결은 통신(RS 232 는 RS 422)

으로 연결되고 자연동장치와 장 시뮬 이터간은 자연

동장치 단말에서 콘넥터를 통하여 실선으로 연결되며, 장 

시뮬 이터와 연동검사 시뮬 이터는 통신으로 연결되어 제

어  표시 정보를 주고받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설계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① 소 트웨어(S/W) 처리 기능

   S/W의 체 인 Task별 처리기능, 련 DB 심의 

블록선도  Task별 기능 구조도에 하여 세부 설명

을 한다.

② 입․출력 설계

   입․출력  처리할 화면 목록  보고서로 출력할 목

록을 정의할 것이며, 화면 양식  보고서 출력 양식

에 한 설계를 한다.

③ 데이터베이스(DB) 설계

   시스템 운 에 필요한 모든 DB에 한 목록과 장 

장소, 설명, 구조  사용 Task에 한 것을 설계한다.

④ 로그램 설계

   각 모듈별 로그램의 목록과 로그램의 개요, 개략

인 처리 흐름도, 입출력 련 DB를 설명하고, 이벤

트 발생 시 처리되는 로세서의 흐름을 설계한다.

⑤ 시스템 환경

   연동검사장치는 Multi-Tasking과 Multi- Thread를 지

원하는 범용 OS인  Windows NT 4.0 혹은 Windows 

2000을 탑재한 펜티엄 PC환경에서 구동된다. 

응용 S/W의 개발언어는 MS-Visual C++ 6.0을 사용하여 모

듈별로 로그램을 구성하여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1 시스템 구성

그림 3에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장치의 기

능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 .1.1 시뮬 이션 컴퓨터

시뮬 이션 컴퓨터는 그림 4와 같이 검사하고자 하는 역

의 자연동장치에 한 배선약도(연동도)를 입력하고 로

그램을 수행하여 연동표를 생성하는 연동도표 작성시스템

[11]과 작성된 연동도표로부터 연동검사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삭제, 검색 

등을 지원 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리 시스템 그

리고 체 혹은 부분 연동검사를 수행하여 합 여부를 

단하고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장하는 기능을 갖는 

실시간 검사 확인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뮬레이션 컴퓨터

연동검사 작성기

연동도표작성기

현장 시뮬레이터 전자연동장치

 신호기/선로전환기
/진로제어정보

 연동조건 DB

- 신호기정보
- 선로전환기정보
- 궤도정보
- 고장정보

- 신호기/궤도정보
- 선로전환기정보
- 고장정보

신호기/선로전환기
/진로상태정보
제어정보모드정보
입출력 상태정보

그림 3  연동검사시스템 구성도

Fig.  3  Block diagram of Interlocking inspection simulator

한, 각 시험 기능의 기동  시험 황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체화면 구성은 자연동장치의 표시화면과 일치

하도록 구 되며, 제어 도우에서 제어명령을 실행하면 연

동도표 작성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생성  리시스템에서 

생성된 연동검사 항목에 한 제어명령을 자연동장치로 

송하고 장의 변화된 정보를 자연동장치로부터 수신하

여 해당 검사항목에 한 결과를 비교, 단하여  표시하는 

실시간 확인 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린트로 인쇄도 가능

하다.

DES (연동도표생성 Module)

LDMT (연동감시항목 DB생성 Module)

LS (현장진행상황 확인 Module)

EIEVS (연동장치 검사 Module)

그림 4  시뮬 이션 컴퓨터의 구성 로그램 모듈

Fig.  4  Program modules compose of simulation computer

시뮬 이션 컴퓨터는 시험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계로 이

동이 쉽고 편리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 으며, 연동장치

의 조작반 컴퓨터와는 직렬포트로 인터페이스하며, 장 시

뮬 이터와는 USB포트를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3 .1.2  장 시뮬 이터

장 시뮬 이터는 자연동장치의 제어 상을 모의로 시

뮬 이션하기 한 장치이다. 시뮬 이션 컴퓨터 는 자

연동장치로부터 장신호에 하여 제어상태를 입력받아 변

화되는 장상태를 연동장치로 달하기 하여 운용된다.

장 시뮬 이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제어정보에 

한 기능검사로 연동검사 시뮬 이터의 제어정보는 통신(RS 

422 는 RS 232)을 통해 자연동장치로 송되면 자연

동장치가 연동조건을 처리하여 단말랙을 거쳐 콘넥터( 자

연동장치의 말단에 따라 변경 가능)를 통하여 장 시뮬

이터 입력 보드로 송한다. 장 시뮬 이터는 입력 값을 

실시간 감시하여 그 값이 변할 경우 통신을 통해 시뮬 이

션 컴퓨터에게 변화된 입력정보를 송하여 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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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표시정보에 한 기능을 검사

하는 것으로 시뮬 이션 컴퓨터는 표시정보에 한 검사를 

해, 장 시뮬 이터의 출력 보드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장 시뮬 이터는 제어 상인 장 신호장치가 제어명령을 

실행한 후 표시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한 시뮬 이션을 하

는 것으로 통신을 통해 시뮬 이션 컴퓨터와 지속 으로 통

신을 수행하며, 제어명령이 입력되면 데이터를 처리하여 단

말랙을 통해 자연동장치로 송하고 자연동장치는 이 

정보를 통신을 통해 시뮬 이션 컴퓨터로 송하면 데이터 

비교를 통해 장 표시정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게 된다. 

장치의 구성은 디지털 입력보드(DIM:Digital Input Board), 

디지털 출력보드(DOM:Digital Output Board)와 이를 제어하

기 한 CPU 보드, 원보드(PSM)로 구성되어진다. DIM 

보드는 장 제어정보에 해 그 값을 읽는 역할을 수행하

며, DOM 보드는 표시정보를 만들기 해 가상 데이터를 발

생시키기 해 사용되어진다. DIM 보드나 DOM 보드의 경

우 각각 32포인트를 가지며, 외부장비와 원활한 인터페이스

를 해 인터페이스 입력보드(ACIF), 인터페이스 출력보드

(DOSC)를 연계해서 사용한다. AC입출력 처리를 한 외부 

인터페이스가 따로 지원된다. CPU 보드는 RS-232통신을 

통해 연동검사 시뮬 이터와 정보를 송수신하며, 입출력 보

드와는 VME 버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한, 장 시뮬 이터는 실제의 자연동장치와의 연결 

 휴 의 편의를 해 표 형태(19인치 랙)의 장치로 구

되며 휴 의 편의를 해 손잡이가 부착된 이스를 사용하

여 단순하면서도 컴팩터하게 처리하 다.

현장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
컴퓨터

전자연동장치
단말랙

 Interface

  - ACIF
  - DOSC

  Module

   - DIM
   - DOM

  Module

   - CPU

VME Bus

RS 232

그림 5  장시뮬 이터 구성도

Fig.  5  Block diagram of field simulator

3 .2  연동검사 처리 차

연동검사항목은 표 1을 기 으로 하여 처리 차는 아래 

그림 6에서 연동검사 비단계와 연동검사 수행단계로 구별

하여 처리하 다.

연동도표 작성기

연동검사수행단계연동검사준비단계

연동도표작성

데이터베이스 생성기 데이터베이스 생성

장치/진로 테이블

CheckList 테이블

연동검사표 생성

입출력 포인트 등록

그래픽 편집기 그래픽 파일 생성

그래픽 파일 링크

Simulation Main

제어 윈도우

감시 정보 수집

연동검사 수행 명령

연동검사표와 감시정보 
비교

연동검사 결과표 생성

그림 6  연동검사 데이터베이스 생성  처리 차

Fig.  6  Generation and process flow of Interlocking check database

한, 각 연동검사항목에 해서는 항목별 로차트를 구

성하여 연동검사 로그램에서 직  작성하여 구 되도록 

구성하 다. 각 검사항목별 S/W의 개발언어는 MS-Visual 

C++ 6.0을 사용하 으며 S/W의 체 인 Task별 처리기능

은 다음과 같이 분류 구성하 으며 련 DB 심의 블록선

도는 그림 7에 표시하 다.

RESULT
TABLE

CHECKLIST 
TABLE

REAL DATA

DI POINT
TABLE

ROUTE
TABLE CHECKLIST

TABLE

연 동 검 사
Simulator Main

연 동 검 사
Simulator Indication

연 동 검 사
Simulator CommTask#2

현장 시뮬레이터 전 자 연 동 장 치

연 동 검 사
Simulator CommTask#2

연 동 검 사
Simulator Control

DO POINT
TABLE

DI POINT
TABLE

EQUIPMENT
TABLE

연 동 검 사
Simulator Main

검사항목별 취급버튼
정보 및 상태정보

취급버턴
DO POINT

상태정보
DI POINT

취급버턴 취급 및 각
종 제어명령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현재상태정보

신호기 제어/고장,
선로전환기 고장.
궤도제어,
입환표지고장명령

상태정보 DI POINT

표시정보와 진로 및
체크리스트정보 비교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현재상태정보

그림 7  연동검사시스템의 데이터 흐름도

Fig.  7  Data flow diagram of interlocking inspection simulator

3 .3  연동검사 항 목  로 그램

의 항에서 제시한 연동검사 항목을 로그램하기 하

여 아래의 와 같이 각 항목별로 로차트를 구성하고, 이 

로차트를 기반으로 로그램을 구성하여 각 항목에 한 

검사가 진행되도록 하 다. 

  

시    작

검사 진로와 관련된 
선로전환기 진로반대

방향으로 전환
검사진로설정 신호현시(진행)

진로와 관련된 선로전환기
반대방향으로 전환

신호기 외방 k 궤도 점유

신호현시
(진행)

검사실패

신호기 내방 i 궤도 점유 신호현시(정지)
검사 진로의 
진호 쇄정확인
(진로 쇄정 )

k가 마지막
외방궤도 인가?

 k =  k + 1 k > 1

i > 1

신호기내방 i궤도복구
철사 궤도회로가 

모두 목구 되었는가?

 i = i + 1

신호기 외방 k 궤도 복구

YES

NO
YES

YES NO

NO

NO YES

YES

YES YES

YES

검사실패

NO

검사실패

NO

NO

마지막 내방궤도가
복구 되었는가?

NO

검사 진로가 
더 존재하는가?

YES

NO

NOYES

해당진로와 관련된
선로전환기 전환

검사실패NO

YES

NO YES

종     료

그림 8 진로쇄정검사에 한 로차트

Fig.  8 Flowchart for route locking check

3 .4  연동검사 로 그램  구성

로그램 구성은 연동도표 일을 재구성하고 연동장치의 

재상태를 그래픽 화면으로 표시하며 시스템에 필요한 유

틸리티 로그램을 리하고 실행시킨다. 한, 기존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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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작성기로부터 생성되는 연동도표 일을 읽어 연동검

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래픽 링크기능으로 연동

장치의 데이터와 그래픽화면의 각 객체와 연결한다.

① L/S View 로그램 : 연동도표 일을 재구성하여 연

동장치의 재 상태를 그래픽화면으로 표시하고 시스

템에 필요한 유틸리티 로그램을 리하고 실행한다.

② 연동장치 시뮬 이터 주(main) 로그램 : 연동도표 

일로부터 생성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동/수동

의 연동검사를 수행한다. 자연동장치  장 시뮬

이터와의 데이터 통신  연동검사 수행 후 검사결

과를 단하고 출력한다.

③ 제어 도우 : 연동검사 시뮬 이터 주 로그램으로부

터 받은 연동검사 명령을 연동장치로 송한다. 

④ 경보 도우 : 자연동장치로부터 받은 감시정보  

연동검사 시뮬 이터의 모든 동작상태를 리스트형식

으로 표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⑤ 시험결과 도우 : 각 연동 검사항목별로 시험결과를 

화면에 연동검사표와 비교형식으로 표시하여 비교, 

단이 용이하도록 하 다.

⑥ 데이터베이스 편집기 : 연동도표 작성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연동도표 일을 읽어 연동검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연동장치 입출력 포인트를 등

록/수정한다. 한 도우즈 탐색기 형식으로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을 선택하도록 하여 이용에 편의를 가

했다.

⑦ 그래픽 편집기 : L/S View 화면을 구성하고 그래픽 

링크기능으로 연동장치의 데이터와 그래픽화면의 각 

객체와 연결하여 연동검사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하고 변경이 용이하도록 구성했다.

⑧ 통신 로그램 : 연동장치  장 시뮬 이터와의 통

신을 담당한다.

4 . 장시험  결 과분석

개발된 연동검사장치의 기능을 확인하기 하여 흥역 

자연동장치를 상으로 시험 수행한 결과 연동검사장치가 

목 으로 한 기능을 수행하 으나, 연동검사장치와 자연동

장치와의 하드웨어 인 속에서는 재의 자연동장치의 

단말랙 구조로는 신속한 속이 용이하지 않았다. 한, 

자연동장치와 조작표시반 간의 연결을 해서는 3가지 형태

의 통신 로토콜 인터페이스 S/W를 구성하여 재 국철에

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동장치에는 용이 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9는 국철 흥역의 자연동장치 연동검사를 한 

연동검사 데이터베이스 생성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며 그림 

10과 11은 연동검사를 한 장설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

다.

흥역에서 검사한 항목은 표 1에서 제시한 항목  시험 

상역과 련되는 8개 항목에 하여 검사한 결과는 표 2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체크리스트 항목 총 3,946개, 검사시

간 약 10시간이 소요되었다. 검사결과의 는 그림 1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검사명에 따른 검사(제어)후 기 결과에 

하여 검사후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를 정을 수행하며, 검

사 정결과 실패로 확인되면 검사명을 클릭하면 실패의 원

인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 검사자가 검사

실패 이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흥역 연동검사를 한 데이터 생성과정

Fig. 9 Process of data generation for interlocking     

 check at yeongheung station

그림 10  연동검사를 한 시스템 구성도

Fig.  10  System architecture for interlocking check

(a) 시뮬 이션 컴퓨터

(a) Simulation computer

(b) 장 시뮬 이터

(b) Field simulator

그림 11 시험 장에 설치된 연동검사시스템

Fig.  11 Interlocking inspection simulator installed at tes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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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세부검사명 검사수 소요시간

1. 선로 환기

   단독 환검사
-궤도 유제어외 78 00:07:28

2. 철사쇄정검사 -철사궤도 유제어외 141 00:32:29

3. 진로취 검사 -진로취 /취소제어외 33 00:09:31

4. 상호쇄정검사 -정/반 제어외 645 02:40:54

5. 근쇄정검사 -진로취 제어외 204 00:36:43

6. 진로쇄정검사 -정/반 제어외 615 01:03:14

7. 신호제어검사 -진로취 제어외 1,900 04:20:53

8. 지장진로검사 -진로취 제어외 330 00:23:27

계 3,946 09:54:39

표    2  흥역 자연동장치 검사결과 요약

T ab le 2  Summary of test result for EIS at yeongheung

        station

그림 12  연동검사 로그램의 메인 화면

Fig.  12  Main display of interlocking check program

그림 13  흥역 자연동장치 연동검사 결과

Fig.  13  Interlocking check result of EIS at yeongheung

       station

5 . 결   론

철도의 연동장치는 역의 신호기기실에 치하면서 열차의 

진로제어를 담당함과 동시에 열차의 안 운행을 최종 으로 

책임지는 바이탈 제어장치이다. 이처럼 열차의 안 운행을 

한 바이탈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동장치 안 성을 검사

가 하여 장설치 이 에 공장검사에서 충분한 시험을 수

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연동검사

를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수행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시

하고 이를 실 장치로 구 하 다.

자연동장치와 직 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연동검사

를 수행함으로써 효과 이고 체계 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 으며 이를 통해 자연동장치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연

동검사에 투입되는 검사시간의 단축  향후 검사 이력 리

의 편이성을 제공 등 장치의 기능을 충분히 확인하 다.

본 시스템의 기능 인 효율성은 ① 각 역에 한 장데

이터 입력이 필요하지만 자연동장치에 한 문 인 지

식을 가지지 않아도 연동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으

며, ② 실 기기에 한 사용시험은 기능검사이므로 하드웨어 

제작이후에 즉시 시험이 가능하고, ③ 검사 시 오류에 한 

정확한 메시지를 출력하므로 검사 후 오류의 원인을 용이하

게 규명하여 신속한 수정될 수 있도록 하 다. 

재, 철도청에서는 개발된 장치를 이용하여 연동장치의 

연동검사를 통한 안 성을 확보하고자 실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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