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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or Inside Lamp of railway rolling stock is installed on interior of the side doors and illuminated at door opening 
and closing, isolation and fault. So drivers or passengers can notice the door status visually. In the past, a single 
color or Bi-color LED Lamps have been using and one ~ multiple lamp was used to implement the feature 
according to client's requirements. (Example: Total of between 2 and 4 lamps are required for the Warning / 
Emergency operation / Isolation / Fault.) However these design is not easy to apply if there is the mounting space 
restrictions and the problems such as rising costs can be caused. In addition, it has vulnerability from point of 
view aesthetic aspects. Therefore the lamp type has been required that has small size and number of colors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Recently multi LED type door status indication lamp have been developed that can meet 
the requirements and this lamp has been applied in many railway projects. In this study, I'll introduc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multi LED type door status indication lamp to help 
development of this kinds of lamp.

1. 서론

철도차량의 Door Status Indication Lamp는 철도차량 출입문의 실내 측에 설치되어 출입문 열림, 닫

힘, Isolation 및 고장 시에 Lamp 가 점등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출입문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래에는 단일색상 혹은 Bi-color 형태의 LED Lamp를 사용하여 왔으며, 발주처의 요

구 사항에 따라 1개~다수의 lamp를 사용하여 기능 구현을 하였다. (예: Warning/Emergency 

operation/Isolation/Fault 동작을 각기 다른 색상으로 현시하려면 총 2~4개의 lamp 가 요구됨.) 이는 취

부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적용이 용이치 않으며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크기가 작으며 다수의 색

상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Lamp의 개발이 요구되어져 왔으며, 이런 요구사항에 부합될 수 있는 

Multi LED 형식의 Door Status Indication Lamp 가 최근 개발되었고 이미 많은 프로젝트에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에서 적용되는 Multi LED 형식 Door Status Indication Lamp의 특징, 기

구 및 전기적 회로 구성, 개발된 제품의 소개를 통해 철도차량용 Door Status Indication Lamp의 개발 

및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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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철도차량용 Door Status Indication Lamp의 개요

 Door Status Indication Lamp는 철도차량 출입문의 실내 측에 설치되어 출입문 열림, 닫힘, Isolation  

  및 고장 시에 Lamp 가 점등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출입문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출입문의  

  상태에 따라 발광색상을 달리하여, 출입문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2.1.1 종래의 구성

종래에는 출입문의 상태를 현시하기 위해 시판되는 단일 색상 혹은 Bi-Color 형식의 LED lamp를 사  

 용하였으며,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1개 ~ 다수의 lamp 를 사용하여 기능 구현을 하였다. (예:    

 Warning/Emergency operation/Isolation/Fault 동작을 각기 다른 색상으로 현시하려면 총 4개의 lamp  

 가 요구됨)

                                       

그림1. 종래 구성을 위한 LED indicator 한 종류

2.1.1.1 적용사례

(1) 이스탄불 전동차: Red color LE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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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3기 전동차: Amber Color LED type

(3) 알마티 전동차: RED color LED type

 

(4) 마르마라이 전동차: RED color LED type

1468



Color Meaning Explanation

Red Emergency Hazardous condition

Yellow Abnormal
Abnormal condition
Impending critical condition

Green Normal Normal condition

Blue Mandatory
Indication of a condition that
requires action by the operator

White Neutral
Other condition: may be used whenever 
doubt exists about the application of Red, 
Yellow, Green, Blue

2.1.1.2 종래 구성의 문제점

도표1과 같이 발주처의 요구 혹은 국제규격에 따라 출입문의 상태를 서로 다른 색상으로 현시 하여야  

 하는 경우엔 다수의 lamp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는 취부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적용이 용이치 안  

 으며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도표1. Door 상태 별 색상 지정 예시 (IEC60204-1 발췌)

 2.1.2 Multi LED형식의 Door Indication Lamp의 개요

 본 논문에서 거론되는 Multi LED형식의 Door Indication Lamp는 브라질 상파울로 무인전동차 4호  

  선에 실제 적용시킨 사례를 바탕으로 제품의 특징, 구성 및 동작원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1.2.1 특징

 한Ass’y에 多種의 LED를 接合시켜 하나의 완제품으로 제작함으로서 기능구현의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취부 시 작은 공간만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타 장치와의 간섭을 최소화 시키는데 주안점    

  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2.1.2.2 구성

 그림2와 같이, 알루미늄 재질의 Body 에 Red/Amber color의 LED (LED색상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  

  라 다양한 color로 선택 가능)를 PCB 기판에 接合시킨 후 PC(Polycarbonate) 재질의 Lens를 덮어   

  서 제작하였다. 알루미늄 재질의 Body는 제품의 경량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PC재질의 LENS는 내  

  광성, 내열성 및 충격강도가 뛰어나 LED의 고온 발열 및 외부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림3과 같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간단한 분해/조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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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Multi LED type Door Status Indication Lamp

  

                                  그림3. 분해 방법

그림4, 그림5는 실제품의 형상 및 점등 시 사진이다. 한 제품은 총 6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    으

며 각 3개의 LED가 Amber 및 Red color를 구현한다. 필요시 각 LED색상을 달리 하여 최대 6가지    

색상의 구현이 가능하며, 6개 이상의 LED 추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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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실제품 형상 및 취부

  

                                그림5. 점등 사진

그림6은 기존 적용되었던 제품들의 도면이다. 붉은색 점선표기 부분은 실질적으로 취부 시 안쪽에 뭍  

  히는 치수로서 간섭 체크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림6. 기존 사용 제품들

 본 제품의 치수는 35.02 mm로서 기존 사용 제품들보다 약 7~12mm정도 size를 줄임으로서 취부   

   시 타 장치와의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7. 개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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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동작 원리

      

                                 그림8. 회로 구성

제품의 (+)전원은 출입문의 동작을 제어하는 DCU (Door Control Unit)의 signal output 단자와 연결  

되어 있고 (-) 전원은 Battery 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다. 출입문이 ‘Door warning’ 상태가 되면 DCU   

의 15번 단자를 통해 해당신호가 출력이 되고 Amber color LED에 (+)전원을 인가하여 점등이 되며   

출입문이 ‘Emergency operation’ 상태가 되면 16번 단자를 통해 해당신호가 출력이 되고 Red color     

LED에 (+)전원이 인가되어 점등이 된다.

3. 결론

Multi LED type Door Indication Lamp는 한 P.C.B에 서로 다른 색상의 LED를 혼용하여 接合시킴으

로서 단일 제품에서 다양한 색상의 빛을 구현한다. 이는 취부공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 2개 이상의 단일 색상 lamp를 사용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비용절감과 미관 적 측면에서 큰 효과

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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