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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railway control system develops, it develops and applies the system that is 

safe and high speed for railway operation. Actually, in Korea, the train automatic protection 

system (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is in operation. In the ATP 

system, the ground equipment is very important equipment for interfacing with the existing 

signal equipment and providing various operation information to the next facility to secure the 

safe operation of the train and to improve the operation efficiency. In this study, the interface 

between ATP ground-based line-of-line control unit (LEU), LED railway signal lamp, and 

current detection relay is review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to achieve a 

safe and efficient train operation enviro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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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열차제어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철도운행에 안전하고 고속화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과 적

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반선의 고속화 추세에 발맞추어 ETCS Level1 규격을 

적용한 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ATP시스

템에서 지상설비는 기존 신호설비와 정보를 주고받은 후 차상설비에 각종 운행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상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와 운영 효율화를 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본 연

구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차 운행 환경을 위하여 ATP 지상설비 선로변제어유니트(LEU, 

Line-dise Electronic Unit)와 LED 철도신호등, 전류검지계전기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고찰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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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신호등은 열차자동방호장치(ATP)에서 

선로변제어유니트(LEU), 기계실의 연동장치와 

인터페이스하고 기관사에게 운행정보를 제공

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와 운영 효율성을 기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LED형 철도신호등은 소등을 검지하

기 위해 전류 검지 계전기를 채용하였으며, 

이는 본래의 전구형에서 지니고 있던, 주, 

부계 백업(Backup) 시스템을 따랐지만, LED

형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본래의 목적에 맞

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류 검지

를 위해 전류의 레벨을 제어하는 반도체 소

자에서 대부분의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는 철도신호등 소등 검지 방법 개선, 광원의 

직접 검출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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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LED형 철도신호기의 동작 특성

2.1.1 LEU(Line side Electronic Unit)과의 

인터페이스

ETCS Level1 시스템에 있어 현재의 신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로변제어유니트의 내부 

LDB 또는 DIB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는 LED형 

신호등의 전력을 직접 검측, 후자는 

신호제어 조건을 DC전원으로 입력 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LDB 카드를 이용한 전력검측은 현장 LED형 

철도신호등의 전압과 전류의 순시값을 

측정하여 전력이 5W 이상이 되었을 경우 

점등되었다고 인식한다.

LDB

LED

Fig. 2 LDB의 신호 검측 

2.1.2 전류검지계전기와의 인터페이스

 전류검지계전기는 기계실내의 연동장치의 

신호등 입출력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부분으

로 현재 100mA의 전류를 기준으로 이상시의 

현장 철도신호등의 점등으로 인식한다. 기준 

전류의 이하의 값이 검측되면 소등으로 인식

하며 연동장치에 이를 알림으로 하위 신호를 

현시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Fig. 3 전류검지계전기의 신호 검측 

2.1.3 LED형 철도신호등의 고장 분석

LED형 철도 신호등의 대부분의 고장은 

전류를 검측하기 위한 정전류 발생부에서 90% 

이상 발생하였으며 이는 검측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1  LED형 철도신호등 고장 분석

3. 결 론

LED형 철도신호등은 주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있어 낮은 부하의 LED의 

전력을 동작 검지의 기준으로 사용함으로 

불안정한 동작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소등검지의 방법을 광원 직접 검출 등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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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1) 지상장치 인터페이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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