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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latform screen door open-close mechanisms at today's subway are divided by "Radio 

Frequncy method" and "Method at entrance perception sensor". In the case of "method at entrance 

perception sensor", there happen a lot of occasions of malfunctioning that may cause problems in 

terms of timeliness, swiftness and reliability of train operation and even ends up to train 

operation stop since the perceiving process is complicated and it is prone to have dust on 

lenses, position alteration by train vibration, and less reflection light in the case of new 

train.

  In this study, we find how to minimize possible problems in terms of maintenance during train 

operation period, and seek its alternatives in order not only to have no malfunction in 

perception but also to cause no disturbance in train operation through dealing organically when 

perceiving door open-close to minimize delay time.

1. 서 론

  현재 지하철 플랫폼에 설치 운영중인 스크린도어 개·폐 방식은 "RF 방식"과 "출입문 검지센서 방식"

으로 구분되며, 기존의 출입문 검지센서 방식은 전동차의 도어 열림을 광센서(적외선)를 통해 전동차의

도어 개·폐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구적인 부분과 개·폐를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열차의 진입 진출

시 발생하는 각종먼지(렌즈부위 오염 오동작 등), 열차진동에 의한 위치 변경, 신규(신조차) 전동차의 경

우 센서의 빛을 반사하여 되돌아오는 량이 적어(감지불량) 오동작 되는 경우가 있어 열차의 정시성 및

신속성, 신뢰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차량의 운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도어의 출입문 검지과정에 감지불량이 발생되지 않음은 물론 작동 과정에서 차

량운행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장의 선형 또는 열차 기울기 여부에 유기적으로 대

응하며 전동차 도어의 개·폐를 감지 할 때 발생하는 시간지연 문제 해소 등 신속하게 전동차 도어의

개·폐를 감지하며 특히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유지보수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연구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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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분류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형태 및 신호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따라 분류하며 형태에 따라 난간형(높이

1.5m 이하 / 하부지지 방식), 반밀폐형(높이 2.0m이상 / 하부지지 방식), 밀폐형(높이2.0m이상 / 상․하

단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역사 구조에 따라 설치 사용하고 있다.

신호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따른 분류에서는 ATO( Automatic Train Operration) 방식과 수동운전

방식에서의 PSD 제어방식 중 열차가 승강장 정차위치에 도착한 후 승무원(차장)이 열차 출입문 개·폐

스위치 조작 및 승강장에 별도 설치된 PSD조작반의 개·폐스위치를 동시 조작하여 PSD출입문을 개·폐

동작시키는 승무원 직접 조작방식과 열차가 승강장 정위치에 정차한 후 승무원(차장)이 열차 출입문 개·폐

스위치를 조작하면 신호가 차량제어 및 감시장치(TCMS;Trai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에서 차상 IR

통신장치(송신용)를 통해 승강장에 설치된 지상 IR통신장치(수신용)에 수신되어 PSD출입문과 열차 출입문

을 동시에 개·폐 동작시키는 적외선 통신방식(IR(Infra Red))의 전동차 출입문 연동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R/F(Radio Frequncy)방식" 또는 "출입문 검지센서"에 의해서 전동차출입문제어와

연동되도록 하는 방식의 2가지를 병행사용하고 있으며 2호선은 "R/F(Radio Frequncy)방식", 1,3,4호선은

"출입문 검지센서"방식으로 운영하며 2호선의 경우 ATO 방식으로 개량 후에는 ATO 신호방식에 의하

여 연동운전이 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 적용하고 있는 R/F(Radio Frequncy)방식은 전동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여 승무원이

전동차의 출입문을 열림 조작시 전동차의 무선(RF)장치에 전달되고 PSD 시스템을 관장하는 승강장 제어

반(PSL)은 수신된 데이터를 각각의 스크린도어를 담당하고 있는 PSD 개별제어반(DCU)에 전송하여 스크린

도어를 개·폐하는 방식이며 서울지하철1,3,4호선에 적용하고 있는 출입문 검지 센서(Sensor) 방식은 열차

가 승강장 정차위치 오차범위 내 정차시 PSD의 출입문 상부에 설치된 출입문 개·폐 검지 Sensor(독립신호

방식)가 PSD의 출입문을 개·폐 동작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밀폐형 반밀폐형 난간형

 <그림 1-1> 형태에 따른 분류

ATO방식 (자동운전 제어방식) 수동운전 제어방식 출입문 검지센서방식
 <그림 1-2> 신호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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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및 현황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37년간 1~4호선을 건설 및 운영해온 도시철도분야의 선진 공기업

서울메트로는 운영중인 역 승강장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지하철 승강장내

추락사고(자살포함), 전동차 사이 낌 등의 안전사고와 냉·난방으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 소비, 쾌적한 탑

승환경 등을 보완할 목적으로 2005년을 시작으로 2010년12월31일까지 전체역사 120개역에 승강장 스크

린도어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정착단계에 있다.

이로 인한 승강장내 추락사고(자살포함)는 연평균 30건 이상이었으나 2011년 현재 사고율 "0"이며 승

강장소음 7.9%감소, 냉·난방 효과 35.5%향상,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 지하공기질 개선, 열차 화재시 방

연효과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신뢰성과 일일수송승객 4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열차운행의 안

전성 및 신속성을 위한 출입문 검지센서의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에서 사용하는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형태에 따라서 3종으로 분류하고, 신호시스템과

의 인터페이스에 따라 분류되며 시스템 형태와 관계없이 출입문 검지센서가 사용되고 있다.

3.1 출입문 검지 센서(Sensor) 방식 현황

 현재의 출입문 검지 센서는 광센서(적외선)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승강장 시점과 종점에 출입문1

개당 7개씩의 센서를 부착 열차 시점과 종점 출입문8개의 총56개, 역당 112개의 센서를 부착 사용하고

있으나 적외선센서의 특징으로 열차 풍 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먼지(기름먼지 등으로 인한 렌즈부위

오염), 센서의 빛을 반사하여 되돌아오는 량이 적음으로 인한 감지불량, 열차 진동에 의한 센서 위치변

동, 투명유리 감지 불량, 전동차 도어와 승객감지의 이중감지, 센서의 감지패턴을 분석 한 후 판단할 때

까지 일정한 소요시간의 필요, 스크린도어 열림과 닫힘 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 등 센서의 가격이

고가이며 도어의 열림과 닫힘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시점과 종점 8개 도어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1

       <사진1-1> 전동차 출입문 검지반

4. 연구의 범위

4.1 적외선 센서

  가시광선에 이어지는 파장범위가 0.75㎛에서 1㎜ 정도인 전자기파를 적외선이라고 하며, 빛의 스펙트

럼에서 적색 부분의 바깥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적외선 센서는 일정 주파수의 빛을 발산하는 발광부와 발광부에서 발산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수광부

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광부에서 발생된 적외선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고, 수광부 에서는 이 반사된 빛

을 감지하여 물체의 유·무 또는,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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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적외선 센서

 수광 센서는 수신된 적외선의 양에 따라 전류의 양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빛의 수신정도를 파악

하게 된다.

적외선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명 열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 열작용이 적외선의 특징이기

도 하다. 물질이 근적외선을 흡수하면 물질내의 열운동이 들뜨게 되어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적외선센서에서도 파장 3㎛이상의 긴 파장 영역을 이용하는 양자형 센서(일명 광 도전형)와 짧은 파

장영역을 이용하는 열형(초전형센서) 으로 구분한다.

<그림 1-4> 적외선 스펙트럼

4.1.1 양자형 센서

  양자형 적외선센서는 적외선 중에서도 3㎛이상의 긴 파장을 검출하는 것으로 동작원리에 따라 광도전

형과 광기전력형으로 나누어지고, 고감도, 고속응답(10-6sec) 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해 재료의 고유 파장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항온 항습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에 경비가 든다. 사용용도는 적외선 카메라,

방사 온도계, 적외선 현미경 등에 이용된다.

4.1.2 초전형 센서(열형)

  최근 산업시설이 고도로 정밀화됨에 따라 비접촉 방법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전형 적외선센서는 물체에서 나오는 열방사 에너지(적외선)를 이용해 각종 물체의 유․무식

별, 형상인식, 자동제어 계통에서의 이 물질 검출 등 많은 분야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어두운 현관에서의

점등이나 어린이 방에서의 취침 시 자동소등 등과 같이 우리 생활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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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양자형 열형

감 도 높다(103V/W) 낮다(수V/W)

응답속도 빠르다(～1㎲) 늦다(～100㎳)

사용온도 냉각이 필요(77K) 실온(300K)

스펙트럼특성 선택성이 강하다 평탄

적 외 선
이미지용

적당 부적당

특 징

· 감도가 좋다

· 응답속도가 빠르다

· 응답파장에 한계가 있다

· 냉각을 필요로 한다

· 상온 동작이 가능

· 감도의 파장 의존성이 없다

· 감도가 낮다

· 응답속도가 늦다

사 용 예 InSb, HgCdTe, Ge(Au) 써미스터, 서모파일, 초전센서

  <표 1-1> 적외선센서의 분류와 특성

4.1.3 적외선 센서의 특징

적외선 센서의 특징으로는 육안검출이 불가능하며, 낮은 온도의 물체에서 방사 되고, 파장이 길며, 물

체에 대한 흡수 계수가 크다. 또한 투명한 물체의 감지가 어려우며, 적외선의 반사되는 범위가 좁아 위

치가 변하지 말아야하고 발광 및 수광 소자의 면이 깨끗해야하는 특징이 있다.

4.2 초음파 센서

  음파 중에서 20Hz~20kHz 범위의 것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청음이라 부르는데, 일반

적으로 이보다 높고 사람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음파를 초음파라고 한다

초음파 센서란 초음파를 만들어 송출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를 계산하면 거리계가 되고, 단지

수신량의 변화나 세기를 비교 검출하면 물체의 유/무 탐지기가 된다.

초음파의 발생·검출을 크게 나누면 전자유도현상, 자왜현상, 압전 현상 중 하나를 이용한다. 일반적으

로 이들은 동일구조로 초음파의 발생과 감지가 가능하며 이것을 합쳐서 초음파 센서라 한다.

초음파센서는 초음파압의 절대값 보다는 초음파 존재의 유무, 초음파 펄스파면의 상대적 크기를 이용

하는 경우가 많다.

초음파센서는 음파의 메아리현상을 이용하며 음파를 발생시키는 EMITTER부분이 있어 음파가 되돌

아온 시간차를 분석하여 물체의 유무를 감지하고 트랜듀서, 분석기, 출력회로로 구성된다.

 초음파센서는 감지거리가 수 미터로 짧고 눈비의 영향을 받기 쉽지만, 근거리 감지가 쉬워 센서의 가

격도 비교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거리측정에는 TOF(Time-Of-Flight)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초음파센서로부터는

수 펄스의 송신파가 송신되며, 초음파는 센서 정면의 물체에서 반사하고 송신파에 비해 감쇄한 반사파

가 수신된다. 이 송신파의 송신에서 반사파의 수신까지 지연시간 D를 이용하여 거리 R을 계산할 수 있

다. 즉, R=DVs/2이다(Vs는 음속)·음속 Vs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서는 별도로 기온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초음파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초음파는 거리의 2승에 반비례하여 감쇄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S/N비는

급락하여 반사파는 노이즈에 매몰되어 감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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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초음파 Range

4.2.1 초음파센서의 종류

  초음파센서는 종류에 따라 직접반사형 (Echo Fulse) 과 투과형(Through Beam) 이 있으며 직접 반사

형은 Echo Fulse를 받아 출력을 내보내므로 물체의 반사면이 평면일수록 잘 감지한다.

반면에 직접반사형은 반사면이 굴곡 또는 일정 이상 각도 기울어져 있으면 감지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

엔 투과형을 사용한다.

초음파의 특성을 이용하거나 초음파를 발생시켜 거리나 두께, 움직임 등을 검출하는 센서. 초음파 용

접기, 세척기, 플라스틱 본딩, 가공 등에 이용되는 고음압용과 생산 제어, 비파괴 검사, 침입 검사, 물성

측정, 의료 진단, 지연 선로, 신호 처리 등에 활용되는 저음압용이 있다. 초음파 센서로는 음의 발생과

검출을 겸하는 것으로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갖는 물질의 압전(piezoelectricity) 소자와 고전압 펄스를 인

가할 경우 정전 인력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는 정전 효과 방식이 있다.

<그림 1-6> 초음파센서의 종류

 4.2.2 초음파센서의 장·단점

  초음파 센서는 흔히 거리 측정이나 전방의 물체 유·무를 알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빛보다는 굴절률

이 크기 때문에 전방에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소리라는 특성상 전파가 가능하지만 그 정확도가 떨어지

는 단점이 있으며, 빛의 반사에 대한 영향이 적고 처리가 간편하다. 빛에 무관하다는 소리는, LED 센서

에서 간섭을 받기 쉬운 형광등이나 자연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복잡한 필터를 설계하지

않아도 되며 빛보다 굴절률이 크므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어도 감지 가능하고 빛 반사에 대한 영향이 적

고 처리가 간편하며 자연광이나 형광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위치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감지되는 범위가 넓고 가격이 저렴하며 먼지나 습도,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5. 전동차 출입문 검지 센서(Sensor)의 초음파센서 적용방안

현재 사용중인 스크린 도어(PSD) 제어 시스템의 전동차 도어 개폐 감지 장치는 스크린 도어 상단에

설치하며 전동차가 도착시 전동차 도어 열림 및 닫힘을 판단하기 위한 장치로 광센서를 봉 타입의 기구

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전동차 도어 개·폐를 감지한다.

기존 장치에 설치된 광센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신속성을 위해 출입문 검지센서

에 초음파센서를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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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초음파센서의 필요성

대역폭이 큰 초음파 센서의 감지 기능으로 센서의 사용량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전동차의 도어의 개·폐

를 감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초음파센서로부터 전동차의 외벽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기준값으

로 정하고, 그 기준값과 초음파센서와 전동차의 도어까지 측정된 거리를 비교하여 전동차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승강장 플랫폼의 선형 또는 열차 기울기 여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정밀하게 전동

차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초음파센서는 매우 정밀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고, 먼지, 습도 등에 매우 강하여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

없으며, 투명 유리창에도 오동작 없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 전동차 도어의 개·폐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전동차의 도어 개·폐 패턴 분석을 하여 전동차 도어의 개·폐를 감지할 때 발생하는 시간 지

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신속하게 전동차 도어의 개·폐를 감지할 수 있다(전동차도어와 스크린도어의

동시 개·폐 가능).

또한 전동차의 앞 뒤쪽 외벽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둘 이상의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여 각 초음파

센서가 측정한 거리가 상이한 경우 그 평균값 등을 기준값으로 정하여 전동차 도어와의 거리를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전동차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함으로써, 플랫폼의 선형 또는 기울기, 승강장과 전동차

와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전동차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할 수 있으며 초음파센

서는 광센서(적외선센서)와 달리 먼지, 습도,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주기적으로 발광, 수광 소자를 청

소 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 위치변동에도 감지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센서의 수

명이 길어 유지보수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6. 전동차 출입문 검지 센서(Sensor)의 초음파센서 적용 검토

 전동차의 외벽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측정된 거리를 전동차 도어의 개·폐 감지 기준값으로 결정하는 기

준값 측정부 및 전동차의 도어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측정된 거리와 상기 결정된 기준값을 비교하여

전동차 도어의 개·폐를 감지하는 도어 개·폐 감지부를 포함하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전동차 도어를 개·

폐하며 전동차의 도어의 개·폐를 감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초음파센서로부터 전동차의 외벽까

지 거리를 측정하여 기준값으로 정하고, 그 기준값과 초음파센서와 전동차의 도어까지 측정된 거리를 비

교하여 전동차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승강장 플랫폼의 선형 또는 열차 기울기 여부에 유기적으

로 대응하여 정밀하게 전동차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를 적용하여 별도의 열차

지장 초래 없이 현재보다 나은 환경에서의 열차안전운행 및 대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그림 1-7> 초음파센서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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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초음파센서 감지부

6. 결 론

  지하철 및 철도차량의 이용승객의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 하고 있는 초음파센서 적용 전동

차 출입문 검지 센서(Sensor)의 적용이 기름먼지, 습도, 진동 등의 지하철 및 철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 하고 있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적용이 바람직하며 향후 건설될 지하철 및 철도 관련 승강장에 초음

파센서 적용 전동차 출입문 검지 센서(Sensor)가 설치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초음파센서 적용 출입문 검지 센서(Sensor)의 특징은 운영 시에 수행하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또한 유지보수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의 광센서 방식에서는 센서의 감지패턴을 분석 한 후 판단할 때까지 일정한 소요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전동차 도어가 작동한 후 스크린도어가 작동하나 본 연구에서의 초음파 방식은 소요시간이 필요치

않아 전동차 도어와 스크린도어의 동시 작동이 가능하게 되며 전동차 도어의 개·폐를 감지하기 위해 스

크린도어에 설치된 초음파센서로부터 전동차의 외벽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기준값으로 정하고, 그 기준

값과 초음파센서와 전동차의 도어까지 측정된 거리를 비교하여 전동차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승강장 플랫폼의 선형 또는 열차 기울기 여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정밀하게 전동차 도어의 개·폐 여

부를 감지할 수 있다.

기존방식에서의 전동차 도어와 승객을 이중감지 하는 오류를 방지하며 각 감지 초음파센서가 실시간

으로 측정한 거리를 상기 전동차 도어 개·폐 감지 기준값과 비교하여 전동차 도어의 개·폐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 연구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전동차 도어 개·폐 감지 장치가 향후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신뢰성, 안전성 및 열차안전운행과 사용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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