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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specification development for the localization of interlockings which control routes 
within a HSR station yard. For the electronic interlockings in Korea introduced from France in the 1990s, it has 
a complicated hardware configuration and communication protocols in order to secure safety. Now 30 years later, 
in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up-to-date IT technology, it is expected to achieve equal or greater safety and 
save maintenance costs. Additionally, we develop the specification so as to utilize the stable domestic electronic 
interlocking technology for general railways, beyond the simple maintenance for the performance maintenance of 
foreign devices, to high-speed railways. Therefore, we perform a study for the localization of the HSR　electronic 
interlockings by comparing and analyzing interlocking logic units between conventional HSR and general railways.

1. 서 론

본 논문은 고속철도의 역구내 진로를 제어하는 전자연동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사양개발에 대한 연구

이다. 1990년대에 프랑스로부터 도입된 국내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는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복잡한 

하드웨어 구조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으며, 30여년이 지난 최근의 IT기술을 적용하면 동등이상

의 안전성확보와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한 단순유

지보수를 초월하여 안정화된 국산 일반철도 전자연동장치 기술을 고속철도에 활용하기 위한 사양을 개

발한다. 따라서 일반철도 전자연동장치의 활용을 위해 기존 고속철도 연동논리와 일반철도 연동논리를 

비교분석하여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2.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개요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는 역간(건넘선)과 역구내 선로전환기를 전환하여 고속열차의 진로를 제어하는 장치

로써 국내 경부고속철도에는 프랑스 Alstom사의 IXL제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는 그림1과 같이 연동논리를 수행하는 SSI와 CTC, 안전설비(기상), WCE(ATC지상장치) 및 조작판넬과 인

터페이스하는 FEPOL, 유지보수를 위한 CAMS, 현장설비인 신호기, 선로전환기와 인터페이스하는 TFM으로 

구성된다.

현재 FEPOL과 TFM은 국산화되었으나, 연동논리를 수행하는 SSI는 원 제작사인 Alstom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SI의 국산화에 필요한 SSI와 FEPOL 및 SSI와 TFM간의 인터페이스 사양을 국산화

가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하고, 모든 구성요소의 국산화가 가능해진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의 국내 사양제정

을 위한 사양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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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경부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구성도

3. 경부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주요사양

한국형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사양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IXL을 공급하는 제작사의 내부 인터페이스인 

FEPOL과 SSI 및 TFM과 SSI의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기술문서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전자연동장치 인터페이스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구성품 단위 국산화에 필요한 인터페

이스 사양을 정리한다.

3.1 SSI와 FEPOL의 인터페이스

SSI는 FEPOL을 통해 연동논리수행을 정보를 입력받는다. FEPOL과 SSI의 연결은 병렬로 설치된 

FEPOL과 2oo3(2 out of 3, 연동처리를 위해 3개의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며, 3개 중 2개가 동작하

는 경우에 정상동작을 수행)구조의 SSI와 직렬통신을 수행한다. 직렬통신의 프로토콜은 BR1631, 

9,600bps, 1 start bit, 7 data bit, 1 parity(even) bit, 1 stop bit이며 도표1과 같이 구성된다.

도표1. SSI와 FEPOL의 통신 메시지 타입

STX Header Data ETX Longitudinal Parity(BCC)

0x02   0x03  

도표1과 같이 SSI에서 FEPOL, 또는 FEPOL에서 SSI로의 데이터 전송은 STX(0x02)를 시작으로 전

송이 시작되며, 데이터는 MSB(Most Significant Bit)부터 전송된다(Big Endian Mode). 또한 STX를 제

외한 Header+Data+ETX의 모든 바이트에 대한 Longitudinal Parity를 갖으며, “Header”는 소스모듈과 

목적지 모듈의 아이디를 조합하며, 모듈의 아이디는 2 ASCII 캐릭터를 사용한다. “Data”파트의 내용은 

도표3의 교환데이터 명세(Description of the information exchanged)를 따른다. 마지막으로 “BCC”는 

메시지 확인 워드로써, 메시지의 STX를 제외하고 ETX를 포함한 짝수 Longitudinal 패리티를 적용한다. 

BCC의 계산은 Modulo2 합(캐리없이)을 적용하고, BCC는 2 ASCII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공된다. 또한 

BCC1은 BCC의 상위(4~7bit)를 갖고, BCC2는 BCC의 하위(0~3bit)를 갖는다.

 

102



FEPOL to SSI

“C”   상태변화요청

“B”   특정영역정보 요구

“I”   상태변화 큐 재설정

“P”제어실행을 요청

SSI to FEPOL

“C”   상태변화정보수신

“B”   특정영역상태 정보

“I”   or “Q” 큐 재설정완료 or 큐를 재설정 실패

“P”제어실행 수신 응답

Exchange
Field 

type
Format Meaning

C

Request C 상태변화 요청

Reply CX 상태변화 없음

Caaaee..aaaee…

aaaeeX

최대 12자리의 변경 전 상태정보

I 상태변화 큐의 초기화(용량초과)

Q 가용한 큐 없음

B

Request Baaabb aaa번지로부터 연결된 bb바이트만큼의 상태요청

Reply B a a a b b e e …

ee....ee

aaa번지를 시작으로 연결된 bb바이트의 상태정보

(최대 32바이트 전송가능)

P
Request Pddd ddd제어의 실행요청

Reply Pddd 제어 ddd를 PPM이 수신 및 MPM으로 전송예정

I

Request I FEPOL의 큐변화에 따른 PPM의 특수상태 변화를 생성

Reply I 상태변화 큐의 초기화

Q 가용한 큐 없음

도표2. Header 정보

 

도표3. 교환데이터 명세표

3.2 SSI와 TFM의 인터페이스

SSI와 TFM의 인터페이스는 그림2와 같이 광통신으로 연결되며, 광통신의 결함발생시 자기치유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Self Healing Ling)로 구성된다. 광통신의 성능사양은 도표4와 같다.

 

Optical Junction Box

ODLM

SSI TFM ODLM

Optical Fiber

Adding mechanical protective flexible sheath

FC_PC//Optical Connecting Part

: Point to point link
: characteristics : loop network using monomode optical fiber

그림2. SSI와 TFM의 광통신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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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값

최소 평균   전원 발산 -24dBm=4uW[dBm 전원=1log(전원W/1mW)]

최소 허용   수신 전원 -46dBm(전송 에러 < 1/106)

허용 감쇄 22dBm -> 12dBm(여유 고려)

감쇄 0.4dbm/km

구간의 수 NFS=4(두 ODLM간 광섬유 접속의 최대 수)

접속 손실 0.2dBm(2 구간간   광섬유 접속 관련 손실)

Pigtail ODLM 손실 0.5dBm

도표4. SSI와 TFM의 광통신 성능사양

 
SSI와 TFM간 통신은 메이저 사이클(Major Cycle)에 따라 운영된다. 메이저 사이클 시간은 정보량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608ms에서 950ms 사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메시지 타입은 그림

3과 같이 25비트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메시지의 Path of Sync(6bit)는 SSI와TFM의 동기화를 위한 값으로 전송방향에 구분 없이 “010111B”

이며, D(1bit) 방향정보는 메시지가 SSI로 들어가는 정보인지, SSI에서 나오는 정보인지 구분하는데 사

용된다. SSI Identify(5bit)는 연동장치 식별번호이며, Module Address(6bit)는 모듈주소 및 텔레그램이 

어떤 TFM에 관련한 것인지 보여준다. 또한, Data(8bit)는 TFM으로 가는 명령(제어) 또는 TFM으로부

터의 응답(정보)이며, Status(5bit)는 SSI로 가는 텔레그램에서 TFM 및 데이터 링크의 건강 상태를 알

려준다. 마지막으로 Parity(5bit) - Data값을 이용하여 x^5 + x^2 + 1(CRC와 유사) 규칙에 의해 

생성된다.

From SSI

To SSI
(TFM 

Fesponse)

01
01

02 03
03

63 00 01

Major Cycle
(Typically 850ms)

time

Minor Cycle

MIN 0.5ms
MAX 30ms

D SSI Identity Module Add. DATA Status Parity
1 5 6 8 5 5

Path of Sync.
6

0 10 1 1 1 1 0 0 0 0 10 0 0 1 0 0 1 1 0 10 1 0 1 0 0 1 0X 11 1 1X

Start bit Stop bits

0.1ms

Manchester II Coding

그림3. SSI와 TFM의 메시지

4.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사양개발

본 논문에서는 3장의 경부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의 국산화를 바탕으로 IXL시스템 전체의 국산화를 위한 

사양을 제시한다. 한국형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는 그림4와 같이 구성되며, CTC, ATC, 안전설비와의 인터페

이스는 기존 경부고속철도와 동일하며, IXL내부는 기존 FEPOL의 동작을 통신 인터페이스부, SSI의 동작을 

연동논리부, ODLM(Optical Data Link Module)의 기능을 광통신부가, TFM의 기능을 선로변 입출력장치가 

수행한다. 또한 일반철도 연동장치와 유사하게 보다 편리한 운영 및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표시제어부 및 

유지보수부가 IXL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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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한국형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구성도

그림4의 한국형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와 기존 경부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의 차이점은 도표5와 같다.

도표5. 경부고속철도 IXL과 한국형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사양의 비교

지표 경부고속철도 IXL 한국형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비고

성능

통신인터페이스부
(FEPOL)

고장발생시 수동절체 고장발생시 절체 자동절체기능도 구현가능

연동논리부
(SSI)

2 out of 3 구성 2 out of 3 기능
불합리한 결함허용을 위한 물
리적 규제완화

선로변입출력장치
(TFM)

PM과 UM구성 좌동 변경 없음

광통신부
(Network)

ODLM, SODLM, LDT SODLM, LDT
단거리용(ODLM)생산중단으
로 장거리용으로 통일

표시제어부
(LCP)

키보드 취급 키보드, 마우스취급 작업효율성 향상

유지보수부 데이터 재생기능 없음 운영데이터 재생가능 정보제공
이상현상 발생시 분석을 위한 
데이터재생기능 추가

인 터 페
이스

외부
CTC장치, ATC장치, 안전설비와 
I/F

좌동 기존장치와 호환성 유지

내부
FEPOL과 SSI간 BR ICEE
SSI와 TFM간 맨체스터변조방식

IXL사양을 포함한 직렬통신으로 
확대

기존단품단위 호환성확보 및 
통합공급 시 성능개선가능

RAMS

RAM

FEPOL MTBF; 38,000시간 이상
SSI MTBF : 156,00시간
선로변입출력장치 : 4,800시간 이상
가용도 목표 : 없음

통신인터페이스부 MTBF : 좌동
연동논리부 : 200,000시간 이상
선로변입출력장치 : 좌동
가용도 목표 : 99.9998% 이상

장치수명강화 및 연간 다운시
간 축소

안전성 없음 IEC 61508기준 SIL4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목표신
설

환경요건 없음 일반철도 전자연동장치 기준적용 국산화를 대비한 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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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신호원칙 국내고속철도 연동기준 일반철도 연동기준

1 T-400 금지진로 제어 및 수동진로 해정 N/A

2 T-401 진로자동취소 모드에서의 진로제어 1.5 신호제어 및 진로쇄정 (6)

3 T-402 통과모드에서의 진로제어 모드변경 1.10 진행정위 진로구성 취급 (1)

4 T-403 진로설정 및 쇄정ㆍ구분진로 쇄정 1.5 신호제어 및 진로쇄정 (2), (5) 

Chart  No. 내    용

Piece 0 Configuration of the  Signalling Chart for a current signalling Box

Piece 2

"IEC"Computerizedinterlocking(1stpart)
2A0:Listofdocumentsandremarks
2A1:Uptrackroutesetting
2A2:Downtrackroutesetting
2C1:Pointsandturnbackdeviceslocking.Subruotelocking-Down
2C2:Pointsandturnbackdeviceslocking.Subruotelocking-Up
2D0:Automaticrouterelease(ARR)
2D1:Approachlocking
2D2:Simpleapproachlocking
2D3:Timereleasedlocking

Piece 3

"IEC"Lockingcancellations
3A0:Listofdocuments
3A2:AuthorizationsforsubrouteLockingCencellation(LC)
3A3:SettingandclearanceofsubrouteLockingCencellation
3B:Directionlockingcencellation

Piece 6
"IEC"Locksinterlockings
6-1:Interlockinglocks
6-2:Interlockingkeys

Piece 7

"IEC"Computerizedinterlocking(2ndpart)
7B1:Subroutesidentification
7F1:Routesettingconditionsidentification
7G1:Subroutelocking
7H1:Controlofpointsandturnbackdevices
7J1:Automaticrouterelease(ARR)
7K1:Routeprovingconditionsidentification
7K3:Presetshuntroute-PermissiontoATC
7K7:Didectionlocking(DL)
7K8:Conforntationlocking(CL)
7K10:Markersandsignalsmonitoring:Conditionstodisplay:Redflashing:indication-Legend
7K11:Markersandsignalsmonitoring:Conditionstodisplay:Redflashing:indication-Down
7K12:Markersandsignalsmonitoring:Conditionstodisplay:Redflashing:indication-Up
7T1:Approachsection-Down
7T2:Approachsection-Up
7Z1:Settingandlockingoftrackcircuitsorientation-Down
7Z2:Settingandlockingoftrackcircuitsorientation-Up

Piece 8

"Station"Videodisplayunit
8A:LCPSignallingView
8B:LCPTrafficView
8C:LCPAuxiliaryView
8D:Trackcircuitnumberingofblocksections
8E:LMPView

5. 고속철도 일반철도 연동논리 비교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전자연동장치의 핵심인 연동논리의 국산화가 필요하다. 하지

만 기존 경부고속철도 연동논리의 경우 일반철도와 달리 도표6과 같이 열차운행선로 전체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자동열차제어장치와 통합된 엔지니어링 문서인 Signaling Chart를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연동논리를 

구현하고 있다.

도표6. Signaling Chart의 IXL관련 Piece 문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의 연동논리를 Piece문서를 통해 52개의 신호원칙을 도출하였

으며, 도표7과 같이 신호원칙 52개 각각에 대하여 일반철도 연동기준의 해당내용을 정리하였다.

도표7. 고속철도 연동기준(신호원칙 52개)과 일반철도 연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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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404 진로검증 1.5 신호제어 및 진로쇄정 (5), (12)

6 T-405 불연속 전송루프 확인 N/A

7 T-407 수동게이트 폐쇄 및 취소 1.5 신호제어 및 진로쇄정 (13)

8 T-410 권한제어/수동 해정의 금지 N/A

9 T-422 부분진로 N/A

10 T-430 과주보호 쇄정 1.6 과주여유거리의 확보

11 T-450
고속선으로부터 궤도유지보수 기지로 입환을 하기 위한 제어, 
설정, 쇄정 그리고 회차를 위한 권한

N/A

12 T-500 자동 진로취소 및 ATC에 의한 금지 1.8 접근 및 보류쇄정

13 T-501 자동구분진로 취소 1.10 진행정위 진로구성 취급 (2)

14 T-502 수동구분진로 취소 1.10 진행정위 진로구성 취급 (2)

15 T-503 입환취소 보호설정 1.5 신호제어 및 진로쇄정 (8)

16 T-504 자동권한해정 N/A

17 T-550 진입구역 1.5 신호제어 및 진로쇄정 (9)

18 T-552 접근쇄정이 적용된 진로의 수동진로 취소 1.8 접근 및 보류쇄정

19 T-553 단순 접근 쇄정이 적용된 진로의 수동 진로 취소 1.8 접근 및 보류쇄정

20 T-554 시간지연 취소 쇄정이 적용된 진로의 수동 진로 취소 1.8 접근 및 보류쇄정

21 T-555 기억 또는 예비설정 진로의 수동진로 취소 1.7 상호쇄정

22 T-556 기억된 궈한 또는 예비설정권한의 수동 권한 해정 N/A

23 T-560 수동권한해정 N/A

24 T-600 양방향 쇄정 1.7 상호쇄정

25 T-601 단일궤도 쇄정 1.7 상호쇄정

26 T-602 STABLING 쇄정 1.9 폐로쇄정

27 T-603 방향쇄정 1.7 상호쇄정

28 T-604 경합 쇄정 N/A

29 T-605 방향쇄정 취소 1.7 상호쇄정

30 T-650 선로전환기 쇄정 1.4 철사쇄정 및 선로전환기의 취급 (2)

31 T-651 선로전환기 제어 및 선로전환기 검지 1.4 철사쇄정 및 선로전환기의 취급 (1)

32 T-652 선로전환기의 위치를 보호위치로 복귀 1.4 철사쇄정 및 선로전환기의 취급 (4)

33 T-653 선로전환기 가열 N/A

34 T-654 선로전환기 반대방향으로 제어 1.4 철사쇄정 및 선로전환기의 취급 (9)

35 T-751 STABLING 궤도회로보호 취소 N/A

36 T-752 진로의 폐색취소 1.13 폐색제어

37 T-753 경합 쇄정 취소 N/A

38 T-760 2위식 장내신호 1.13 폐색제어

39 T-780 입환신호기(M)의 자동 켜기 1.13 폐색제어

40 T-790 입환신호기(M)의 수동 켜기 1.13 폐색제어

41 T-791 램프감시 1.5 신호제어 및 진로쇄정 (14)

42 T-800 170 또는 230KPH 속도제한 N/A

43 T-830 궤도회로의 VITAL 상태 1.4 철사쇄정 및 선로전환기의 취급(7)

44 T-850 역간 종합 보호 1.13 폐색제어

45 T-870 기초보호구역/카티너리 보호구역 1.13 폐색제어

46 T-880 자동 카티너리 보호 N/A

47 T-901 차량기지에서 고속선으로의 진입 N/A

48 T-920 고속선에서 차량기지로의 진입 N/A

49 T-940 ATC절체제어 N/A

50 T-960 차축온도검지장치 ON/OFF 제어 N/A

51 T-992 원격제어/현장제어 전환 1.15 취급모드의 변경

52 T-994 FEPOL 절체 제어 N/A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사양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경부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의 구성요소인 SSI와 FEPOL 및 TFM간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전자연동장치 기술적

용을 위한 한국형 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 사양을 제시하고, 기존 경부고속철도 전자연동장치와의 주요사양을 

비교하였다.

또한, 전자연동장치의 핵심 기술인 연동논리의 국산화를 위해 기존 경부고속철도 연동기준인 신호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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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ing Chart를 통해 분석하여 관련된 일반철도 연동기준을 제시하였다.

고속철도 신호제어시스템은 높은 안전성확보를 위해 국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고속

철도 신선건설에 대한 검토와 시운전기간 포함 기존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산화가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의 기술조사 및 분석 결과가 

고속철도 신호제어시스템의 국산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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