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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ro serves more than a basic function of transporting passengers between short distances but became a 

crucial part of civic culture due to the fact that citizens demand various facilities for better life style. 

Therefore, domestic metro cuts off train noise and air dust, provides pleasant platform surroundings by 

offering effective HVAC, and establishes PSD (Platform Screen Door) system to prevent falls into train tracks.

To control and interlock EMU Door and PSD to avoid passenger complaint and revenue service obstructions,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on-board & wayside equipment are required foremost and each line needs to build 

optimum interface between on-board & wayside equipment.

To control PSD, we would like to introduce examples of Busan Metro(BTC :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which already utilizes interface between on-board & wayside equipment in various ways and consider optimum 

interface between on-board & wayside equipment in future PSD system.

1.서론

도시철도는 이제 단순하게 근거리 이동을 한 승객을 수송하는 기본 인 교통수단에서 벗어나 도시

문화의 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삶의 질 향상을 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열차 소음과 먼지 등을 차단하고,승강장내 공조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 쾌 한 승강장 환경

을 제공하고,선로 추락방지로 안 사고 방의 효과가 큰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시스템 구축이 재 국내 도시철도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PSD는 승객 민원과 열차운행 장애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차 출입문과 연동

하여 제어해야 하므로 차상과 지상장치간에 안정화와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우선 으로 요구되며 이를

해서는 각 노선에 최 화된 차상과 지상장치간의 인터페이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서 PSD제어를 해서 기존 노선과 신규 노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차상과 지상간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도시철도 심의 호선별 용 사례를 소개하고 향 후 구축될 PSD시스템에서 최

화된 차상과 지상간 인터페이스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전동차와 PSD간 인터페이스 구축 사례

PSD는 열차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제어가 수행되야 하는데 재 부산도시철도의 열차와 PSD간 인

터페이스는 출입문 개폐신호를 무선통신을 이용한 별도의 PSD용 차․지상 제어장치를 구축하여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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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선 방식과 신호시스템의 ATO정보를 이용한 동차 출입문 개폐제어와 연계한 3,4호선 방식이 혼

재하여 구축되어 있다.

2.12.4GHz무선통신을 이용한 동차와 PSD간 인터페이스

기존 운행 인 부산도시철도 1,2호선에 PSD를 설치하기 해서 열차와 PSD간 인터페이스에 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었으나 최종 으로 PSD차상제어장치와 PSD지상제어장치는 무선 통신으로 상호

교신을 하고,PSD차상제어장치의 명령을 PSD지상제어장치가 처리하는 방식을 용하게 되었다.

무선 주 수는 2.4GHz를 사용하며,상행 /하행 각각 1조씩 운 실에 제어장치를 설치하 다.

이는 상용 ZigBee와는 호환성이 없는 용 모듈을 제작하 는데 이의 특징으로는

� 보안과 련된 MasterKey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 CDMA방식으로 다른 기기와의 혼신이 없다.

� 역사구내에서 사용되므로 출력은 10mW 이하이다.

지상 차상제어장치의 일반 동작순서를 요약하면,모든 명령은 차상에서 주 하도록 하여 지상장치는

주어진 명령 수행 상태를 송하는 역할만 하는데,

� 지상장치는 매 당 BEACON을 송신

� 차상장치는 지상장치의 신호만 확인

)PSD고장상태 PSD상태(열림,닫힘)

� 차상에서 오는 열림 명령 수확인과 동시에 PSD측으로 명령 달

� ALLDOOROPEN상태 보고 달 PSD고장 상태정보 달(입력과 동시에 달)

※ ALLDOOROPEN(CLOSE)신호는 PSD가 하나라도 열려있으면 열림으로 인식가능토록 신호

ON/OFF(OPEN/CLOSE)를 이용

� PSD열림 명령이 수 후 1 간의 PSD닫힘 신호 출력

� 열림 명령 달 확인

� ALLDOORCLOSE상태 확인 상태 정보 달

� 차상에서 기 명령을 내리지 않음.지상장치는 매 당 BEACON을 송신

� 동차가 역사에서 재 기동 하여도 지상의 BEACON을 확인하므로 상태 확인 가능

2.1.1 동차 출입문과 PSD차상제어장치 연동체계

PSD차상제어장치 1조에는 1계 차상제어장치,2계 차상제어장치가 2 병렬계로 분리되어 있으며 1계

2계 차상제어장치는 각각 동시 동일하게 스크린도어 열림 닫힘 명령을 처리하므로 1계,2계

한 계의 기능 오류가 발생하여도 정상동작 된다.

PSD 차상제어장치는 ATC/ATO 지상신호장치 동차의 ATC/ATO 차상신호장치의 속도,거리,

지 신호 등의 연산결과에 의거 출력되는 동차 출입문 자동열림 자동닫힘 신호를 달받아 역사의

PSD지상제어장치로 무선으로 송신하여 역사의 PSD종합제어반이 승강장 스크린도어 열림 닫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기 사가 운 면의 DOOS,DOCS조작시 동차 출입문 수동

열림 수동닫힘 신호를 역사의 PSD지상제어장치로 무선 송신 하여 역사 PSD종합제어반이 승강장

스크린도어 열림 닫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산도시철도는 평상시 AUTO모드 운 을 기본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2008년 1월부터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2호선 양산선 개통에 따른 추가 증설역에 PSD가 설치되어 무선통신방식을 용하여 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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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부산 1호선 동차와 PSDI/F개요도 그림 2부산 2호선 동차와 PSDI/F개요도

2.1.1.1 동차 출입문 자동 열림 닫힘시 PSD연계동작

동차가 AUTO 는 MCSMode운행시 역사 승강장에 정 치 정차 후 동차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게 되면 PSD차상제어장치는 승강장의 PSD지상제어장치로 승강장 스크린도어 열림 는

닫힘 명령을 송신한다.

가.부산 도시철도 1호선

PSD 차상제어장치는 ATC/ATO 차상신호장치의 IF/IO CARD로부터 5가지 신호를 100ms간격으로

통신을 하며 검사한다.

IF/IOCARD에서는 ATC/ATO차상신호장치에서 검지하는 5KR,PG3-2R,DOPR신호를 RS-485통신

으로 PSD차상제어장치로 달하며,PSD차상제어장치는 5KR,PG3-2R,DOPR신호가 순차 으로 입력

되었을 경우에만 PSD열림신호를 생성후 무선으로 PSD지상제어장치로 송신하여 PSD가 자동으로 열리

도록 하고 있다.

동차가 정 치 정차 지 에 미달하거나 과주하더라도 정 치 정차지 의 TWCLOOP범 내 정차

하여 지상 신호기계실로부터 “01”코드 신호가 ATC/ATO차상신호장치로 입력되면 동차 출입문은 자동

으로 열리게 된다.

동차 출입문 자동 열림과 동시에 ATC/ATO 차상신호장치에서 PSD 자동열림신호가 RS-485통신

으로 PSD차상제어장치에 송되며,PSD차상제어장치에서는 PSD자동열림 신호를 역사 승강장 선단에

설치되어 있는 PSD지상제어장치에 무선으로 동일 신호를 송신한다.

PSD지상제어장치가 수신된 신호를 역사 PSD종합제어반으로 달하면 종합제어기능에 의가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며,동 신호의 수신 처리결과를 PSD지상제어장치를 거쳐 PSD차상

제어장치로 반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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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부산 1호선 동차와 PSD간 연계동작 Flow Chart

나.부산 도시철도 2호선

PSD차상제어장치는 ATC/ATO차상신호장치(ATC13 는 ATC15)자동 열림 신호와 ATC11자동

닫힘 신호를 인지하여 자동 열림/닫힘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동 열림/닫힘 신호는 PSD차상제어장치의 신호선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동차의 자동 열림/닫힘

신호가 인가됨과 동시에 PSD차상제어장치는 신호를 감지하여 명령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 승강장

선단에 설치되어 있는 PSD지상제어장치에 무선으로 동일 신호를 송신한다.

PSD지상제어장치가 수신된 신호를 역사 PSD종합제어반으로 달하면 종합제어기능에 의가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며,동 신호의 수신 처리결과를 PSD지상제어장치를 거쳐 PSD차상

제어장치로 반송하게 된다.

2.1.1.2 동차 출입문 수동 열림 닫힘시 PSD연계동작

기 사가 운 면에 설치되어 있는 좌․우측 출입문 열림/닫힘 스 치를 조작하여 동차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추가 설치된 PSD열림 닫힘 스 치 과 결선 되어있는 신호선을 통해 PSD수동

열림 수동닫힘 신호가 PSD차상제어 장치로 입력되면 무선으로 PSD지상제어장치로 송신하여 명령

을 받은 PSD지상제어장치는 역사 PSD종합제어반으로 명령을 달하여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동작할 수

있도록 련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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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부산1호선 PSD차상제어장치 그림 5부산2호선 PSD차상제어장치

2.2신호시스템의 ATO정보를 이용한 동차와 PSD간 인터페이스

신호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의 정 치 정차 편성 정보를 TWC장치를 통해 수신하면 지상신호에

서는 열차의 출입문 열림명령과 동시에 PSD에게도 열림명령을 송함으로써 열차 출입문 개폐제어와

동시에 PSD 개폐제어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PSD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차상제어장치와

지상제어장치가 불필요하고 시스템을 심 하게 구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차․지상 신호시스템의

장애가 PSD오동작 동작불능에 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산 3,4호선은 이와 같은 방식을 용하 으며,특히 3호선에는 차․지상간 ATO 통신 로토콜에

PSD제어를 한 정보(출입문 모드,출입문 수동닫힘 등)를 포함하여 출입문 수동조작시 PSD가 연동하

는데 용이하도록 하 으며,승객 안 을 해 PSD닫힘 PSD고장정보를 TWC를 통해 열차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PSD가 모두 닫 야만 열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방지 인터로킹을 구 하여 2005년 11월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17개 역사에 PSD를 설치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그림 6부산3호선 동차와 PSDI/F개요도

동차 출입문과 PSD의 열림․닫힘동작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 이나,시스템 구축 기

에는 닫힘 동작은 동차 출입문이 닫히고 PSD닫힘이 2～3 지연되었는데,이는 지상신호장치는 동차의

TB(TrainBerth)신호를 수신후 즉시 출입문 열림명령을 동차와 PSD에 송신하기 때문에 열림동작은

거의 같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닫힘 신호는 지상신호장치가 닫힘명령을 송신하고, 동차의 ADC(All

DoorClose)신호를 지상신호장치가 수신후 PSD에게 닫힘명령을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간차가 발생하여

지상신호장치가 동시에 동차와 PSD에게 닫힘명령을 송신함으로써 시간차를 다.

출입문 모드 자동 개/수동 폐,수동 개/수동 폐의 경우 기 사의 출입문 열림․닫힘 버턴 조작으로

동차 출입문이 모두 닫힌 후 차상신호장치가 지상신호장치에게 ADC를 송후 지상신호장치가 PSD닫힘

명령을 송신하므로 이로 인한 동차 출입문 닫힘과 PSD닫힘 시간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는 기 사가 출입문

닫힘버턴을 취 시 출입문 개폐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TCMS가 닫힘명령을 출입문에게 송할 때 이를 차상

신호장치가 지상신호장치에게 송신하도록 하여 시간차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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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출입문 제어모드가 자동일 경우 PSD와 연계동작

LDTS로부터 DwellTime정보를 송신 후 지상에서 차상 PSD장치로 DoorOpen지령 정보를 송신

하면 PSD,차상에서는 Door를 Open후 응답 메세지를 지상으로 송신하여 지상에서는 PSD의 Door

Open응답 정보를 차상으로 보내고 DwellTime이 종료되면 차상에서 DoorClose지령 는 AllDoor

Closed(1)를 지상으로 송신하면 지상에서는 동일한 정보를 PSD로 송신한다.

PSD는 AllDoorClosed(1)정보를 지상으로 송신하면 지상은 동일한 정보를 차상으로 송신하면 차상

은 PSD ADC(1)정보를 수신함과 동시에 지상과 ATO정보( 재역번호,행선지,편성 등)를 송수신하고

차상은 신호를 받아서 출발한다.

2.2.2 출입문 제어모드가 수동일 경우 PSD와 연계동작

자동모드와 달리 수동모드 시에는 차상에서 지상으로 DoorOpen명령을 하면 지상에서 PSD로 정보를

송신하여 PSD를 Open한다.그 이후는 AUTOFlow Chart와 동일하다.

그림 7부산3호선 차ㆍ지상 신호와 PSD간 제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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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 후 동차와 PSD간 인터페이스 구축 방향

부산도시철도는 재 1～4호선 37개 역에서 PSD를 설치하여 운용 에 있으며,1,2호선 10개역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BOT(Build-OwnOperate-Transfer)방식으로 PSD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는

기존의 2.4GHz무선통신을 이용한 동차와 PSD간 인터페이스방식을 용하여야 하므로 지 까지 운용

경험을 살려 기능향상,신뢰성 안 성을 확보하기 해 향상된 동차와 PSD간 인터페이스가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PSD닫힘에 의한 열차 출발 인터로킹이 구 되어 체 닫힘 후 동차가 출발하도록 구성하여 승객에

한 안 성을 향상시키고 PSD장애로 인한 PSD열림 시에도 안 이 확보된 경우에는 열차출발이 가능

하도록 인터록 오버라이드 회로를 구성하여 열차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8PSD열림신호와 열차 출발방지 인터로킹안

그리고 타 무선장치와의 간섭 방지와 RF장치간 혼선 방지를 하여 역별 ID,채 구분 등의 책 수립,

RF차상장치에서 통신하는 역 ID를 확인하여 인 역과의 혼선발생을 차단하고,상행 하행선 RF장치

무선 채 을 구분하여 동차 교차통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는 등 외부 신호간섭에 한 신뢰성을 확보

하기 한 개선책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향 후 추가 신설노선과 기존 노선의 노후화에 따른 신호시스템 환시에는 ATO정보 연동방식이 용

될 것이므로 그림9와 같이 이에 한 표 안 등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9신호시스템제어에 의한 PSD연동제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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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부산 도시철도에서 용하고 있는 무선통신 방식과 ATO 정보 연동 방식의 동차와 PSD간 인터페

이스에 한 소개와 향 후 개선 방안에 해 간략하게나마 논의해 보았다.앞서 서론에서 언 하 듯이

PSD설치는 국 도시철도의 기존 노선과 신설노선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 노선에 맞는

최 화된 제어방식이 도출되어지기 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동차와 PSD간 인터페이스에 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특히 승객의 안 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PSD일 제어 방식뿐만 아니라

동차 출입문에 1:1 응하는 개별제어 방식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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