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신호장치(ATO)와 승강장안전문(PSD)간 인터페이스 고찰 

: 무인운전 사례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face between Urban Railway Signal System and Platform Screen 
Door : A case study focused on driverless operation 

이재호*†, 김진환*, 김준환*, 오세화*, 박종문* 

Jaeho Lee*†, Jinhwan Kim*, Junhwan Kim*, Seahwa Oh*, Joonmoon Park* 

 
초 록  광주 지하철 1호선을 시작으로 국내 대부분의 도시철도 역사에 승강장안전문(PSD)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설치되는 열차제어시스템은 무인운전방식의 CBTC시스템이 주로 도입되

고 있다. 무인운전 방식은 유인운전 방식에 비해 승강장에서 이례사항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조치에 불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인운전이 도입되어 있는 도시철도 노선의 신호장치(ATO)

와 승강장안전문(PSD)간 인터페이스 현황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무인운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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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철도에서 승강장안전문의 장애는 승객

민원과 열차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수

동운전 환경에서 신호장치와 승강장안전문간 

인터페이스는 열차출입문과의 정확한 연동에 

초점을 맞추어 구현 되었다. 승강장안전문에 

이례사항이 발생 할 경우 기관사에 의해 상황

판단과 조치에 따라 운행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인운전 환경에서 승강장안

전문의 장애는 현장에서 즉시 대처할 수 없어 

열차지연 발생 확률이 높다.[1][2] 무인운전

환경에서 열차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

련 정보가 종합관제에 전달되어 관제사의 초

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인운전으로 운

영하는 국내 노선의 신호장치와 승강장안전문

간 인터페이스 사례를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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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승강장안전문 시스템 구성

각 역사에 설치된 PSD제어기는 신호장치와 

인터페이스 되어 출입문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 한다.[2] 승강장안전문시스템 구성은 

그림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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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atform Door Block Diagram

2.2 승강장출입문 인터페이스 항목

신호장치와 PSD제어기는 실선으로 연결되며, 

신호장치에서 PSD제어기로 전달되는 신호는 

출입문 열림명령 또는 닫힘명령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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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열림 명령은 해당 노선에서 운행되는 

열차 종류에 따라 명령이 필요하다. 즉 6량, 

8량, 10량 등을 운행 편성에 따른 열림 

명령이 별도로 전달된다.[2]

PSD제어기에서 신호장치로 보고되는  정보는 

크게 3가지로 도어 닫힘&쇄정, 도어열림 및 

로컬제어 정보이다. 이렇게 한 개의 실선으로 

전체 도어의 상태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한 개의 

도어가 열리지 않은 경우 신호장치는 이를 

알 수 없어 승객 승하차가 불가능한 도어가 

발생하며, 관제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PSD고장을 도어 열림 정보로 전달하여 

전체 도어가 닫힘(쇄정)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 할 수 

없거나, 운행 중인 열차가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3 승강장안전문 모니터링 시스템

승강장안전문의 고장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종합관제에는 승강장안전문 모니터링 시스템

이 설치되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PSD제

어기를 통해 도어상태 정보를 받고 화면에 

표출하여, 장애 발생 시 알람 등을 통해 관

제사가 장애개소를 신속히 파악 할 수 있도

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무인으로 운영되

는 노선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모니

터링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과 통신망의 구

축을 필요로 한다. 

2.4 인터페이스 및 기능 개선방안

무인운전환경에서 승강장안전문 운영에 있어 

최상의 방법은 도어를 개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입문의 수가 많은 중량전철에서 개별 

제어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의 

적용이 필요하다. 먼저 PSD제어기에서 신호장치로 

전달하는 열림정보와 고장정보를 분리해야 한다. 

정보가 분리되면 전체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고장이 발행 할생 하더라도 열차의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어열림 정보는  

도어열림, 전체도어열림, 비상도어열림 정보 

등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전체도어열림정보는 전체 도어가 열리지 않는 

상태를 신호시스템 및 관제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신호시스템은 이러한 경우 

열차의 출발을 억제시켜 승객이 승하자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할 수 있다.[3]

마지막으로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운영자콘솔 및 대형표시반에 

반영하여 집중적인 관제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한다. 이러한 기능개선을 위해서는 

PSD제어기와 신호장치간 데이터 통신등의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전달하면 효율적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인운전방식으로 운영 

중인 노선의 인터페이스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일부기능이 

적용된 노선은 있었으나 전체 기능이 적용된 

노선은 없었다. 따라서 국내 모든 노선에 좀 

더 향상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승강장안전문관련 인터페이스 사양 

과 기능에 대한 표준화 및 규격화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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