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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GHz 무선 통신을 이용한 PSD 인터페이스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SD Interface  

Using 2.4GHz Wireless Communication,

-------------------------------------------------------------------------------------

ABSTRACT

  To operate Platform Screen Door (PSD) automatically, the operational data of PSD and the 

train must be interfaced properly. PSD and train are operated together by the signaling system 

in Automatic Train Operation (ATO) signaling system zone where interfaces are provided 

between PSD and train.

  However, the additional PSD interface system with train is required in train operating zone 

without the interface between PSD and train. For the PSD interface, the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or the train status (train correct stop status / train door status) 

detection system has been used. Seoul Metro line No.2. has the PS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using 447MHz band RF. 

  For the safety of PSD operation, it is required to prevent RF interference in the subway 

environment where many frequencies exist. In this paper, the PS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is developed using 2.4GHz band RF to prevent the interference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 and increase the traffic of the PSD interface. Furthermore, the improved system 

can store, manage and display the PSD and train operational data using Human Machine 

Interface (HMI) in the train's driver cab.

-------------------------------------------------------------------------------------

1. 서론

  최근,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안전성과 편리성에 많은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철에 

편의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 Platform Screen Door)

는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강장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있어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PSD를 자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동차 운행정보와 PSD 운행정보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PSD

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자동운전신호방식(ATO) 구간에서는 ATO 신호시스템과의 인터페이

스를 통하여 PSD와 전동차는 연동 운행된다.

  그러나 수동운전신호방식(ATS, ATC) 구간 또는 PSD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이 없는 자동운전신호방식

(ATO) 구간에서는 별도의 PSD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은 대표적인 PSD 연동 시

스템으로 447MHz 주파수대역의 무선통신 시스템과 전동차 상태(정위치정차상태/출입문상태) 검지 시스

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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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무선통신 시스템은 PSD 운영에 필요한 전동차와 PSD의 운영 정보가 인터페이스 되고, 전동차 

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전동차와 PSD와의 인터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메트로는 2호선에 무선

통신 시스템(RF 제어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PSD 인터페이스의 신뢰성을 향상과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2.4GHz 주

파수대역의 무선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전동차 조정실내 HMI(Human Machine Interface)를 

설치하여 전동차 조정실에서 LCD 모니터로 PSD와 열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고, PSD와 전

동차 운영 정보를 저장/관리하도록 하였다. 

2. 2.4GHz 무선통신시스템 검토 배경

가. 447MHz 무선통신시스템

  서울메트로 2호선에 운용중인 PSD 시스템의 설치 당시, 자동문 및 안전문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소

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로 사용이 허가된 주파대역은 447MHz 주파수대역(447.60~447.85MHz)뿐

이었다. 따라서 447MHz 주파수대역을 적용하여 PSD 무선통신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나. 2.4GHz 무선통신시스템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84호(2006년 8월 23일)에 의하여 2.4GHz 주파수대역(2.400~2.4835GHz)을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에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됨에 따라, PSD 시스템에 2.4GHz 

주파수대역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신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통신량이 큰 2.4GHz 주파수대

역이 PSD 무선통신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해져 2.4GHz PSD 무선통신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도표 

1>은 2.4GHz 무선통신과 447MHz 무선통신을 비교한 것이다. 

<도표 1> 2.4GHz 무선통신과 447MHz 무선통신의 비교 
구분 2.4GHz 무선통신 447MHz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 2.4GHz 광대역 주파수 447MHz 대역 주파수 

통 신 량 대용량 데이터 통신 소용량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IEEE802.15.4 + ZigBee 기반 -

통신 혼신
(신뢰성)

통신 프로토콜 스택으로
통신 혼신 예방 (신뢰성 높음)

FSK(주파수 변조방식)으로 
통신 혼신 가능(신뢰성 낮음)

  2.4GHz 주파수대역의 통신은 대용량 통신과 IEEE802.15.4 프로토콜 사용으로 기존의 447MHz 주파

수대역 통신에서 발생하던 혼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열차노선 및 열차번호 선택과 같은 많

은 신호의 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동차와 PSD간 연동 기능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다. ZigBee 통신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2.4GHz 주파수대역의 통신방식 중 통신품질이 가장 좋은 지그비(ZigBee) 통신을 채택

하였다. <도표 2>는 2.4GHz 주파수대역 통신을 비교한 것이다.

  

<도표 2> 2.4GHz 주파수대역 통신 비교
명 칭 ZigBeeTM Wi-FiTM BluetoothTM

규 격 802.15.4 802.11b 802.15.1

적용 대상 모니터링/제어 웹/이메일/음성 유선 대체

시스템 자원 4KB~32KB 1MB+ 250KB+

네트워크 사이즈 26+ 32 7

대역 (KB/s) 20~250 11,000+ 720

통신거리(meters) 1~100 1~100 1~10+

성공 요소 신뢰성/전력/비용 속도/유연성 비용/편의

[ ZigBee Alliance 홈페이지(www.zigbee.org)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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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비 통신은 모니터닝과 제어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통신 방식으로 비트오류율(BER), 신호대잡

음비(SNR), 감도(Sensitivity)에서 우수하고,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 그물형 망)를 지원함으로서 

통신 신뢰성이 높다. 

3. PSD 인터페이스를 위한 2.4GHz 무선통신 시스템

3.1 PSD 시스템 구성

  수동운전방식에서 PSD를 자동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승무원의 전동차 출입문 개폐조작만으로도 PSD

가 자동으로 개폐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SD 무선(RF)장치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없이 기존

의 전동차 출입문 조작 방식(CRS 취급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PSD가 설치된 역사에서도 동

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였다. PSD 무선(RF)장치를 포함한 PSD 인터페이스는 <그림 1>과 같이 구성하

였다.

  2.4GHz PSD 무선통신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지상무선(RF)장치와 차상무선(RF)장치로 구성된다. 

<그림 2> 2.4GHz 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성 장치

자상 무선(RF) 장치 차상 무선(RF) 장치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시스템 전동차 분전반

자상 무선(RF) 장치 차상 무선(RF) 장치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시스템 전동차 분전반

  지상무선(RF)장치는 PSD 승강장주제어반과 연결되어 PSD 및 승강장 정보를 수집/통신하고, 차상무

선(RF)장치는 전동차 분전반과 연결되어 전동차의 정보를 수집/통신한다. 차상무선(RF)장치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장치로서 LCD 화면을 통하여 PSD와 열차정보를 표시하고 터치스크

린을 통하여 PSD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인터페이스 데이터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2.4GHz 무선통신은 기존의 무선통신보다 많은 정보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다. 

2.4GHz 무선통신에 의한 주요 인터페이스 데이터는 다음 <도표 3>과 같다.

<그림 1> PSD 인터페이스를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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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주요 PSD 인터페이스 데이터

차상 → 지상 지상 → 차상

구분 인터페이스 데이터 구분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동차 정보

전동차 종류

열차번호

편성번호

운전 모드 (자동/수동)

PSD 명령

PSD 작동 모드(자동/수동)

수동 PSD 열림 명령

수동 PSD 닫힘 명령

인터록 무시 제어

전동차 출입문

좌측 출입문 조작 기능

우측 출입문 조작 가능

좌측 출입문 열림 명령

우측 출입문 열림 명령

좌측 출입문 닫힘 명령

우측 출입문 닫힘 명령

전체 출입문 닫힘 신호

발차지시등 상태

PSD 상태

스크린도어 열림 완료

스크린도어 닫힘 완료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인터록 무시 상태

역사 정보

시스템 시간

역사명

노선 정보

전동차 정차 상태 진입/미달/양호/초과/출발

3.4 PSD의 작동 

  본 연구에서는 차량회로와 차상 PSD무선장치 회로를 직접 연결하여 전동차 출입문 조작신호(CRS)의 

발생과 동시에 무선(RF) 통신으로 PSD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PSD 작동지연시간이 감

소하고 편의성은 증가하였다. 차상 PSD 무선(RF)장치와 차량회로의 연결은 <그림 3>와 같이 하였다.

<그림 3> 츨입문 개폐연동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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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터록 

  PSD는 안전을 위한 장비로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PSD와 전동차간의 인터

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회로를 개조하여 차상PSD무선(RF)장치와 연결함으로서 인터록을 구

현하였다. 이 구현은 물리적인 구현으로 신뢰성을 높다. 또한 PSD가 미설치된 역사를 전동차 운행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차상PSD무선(RF)장치에 바이패스 스위치를 구성하여 필요시 강제운행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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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위치정차 인터록

  정위치정차 인터록은 전동차가 정위치에 정차 할 경우만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출입문을 작동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림 4>은 승강장 PSD와 전동차의 출입문 제어 연동을 위해 전동차 회로가 개조되어야 하는 

부분과 차상 무선(RF)장치와의  Interface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4> 정위치정차 인터록 회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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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회로측에서 LSR은 전동차의 속도가 3Km/hr 이상일 때 Off되어 전동차의 출입문을 제어할 수 없

도록 한다. 전동차의 정위치정차 상태가 “양호”일 때, 차상무선(RF)장치측의 K1 릴레이는 소자되어 접

점은 Close 되도록 설계하였다. 

  LSR에서 전원 출력부 기존연결선을 단선하고 TB1-1과 TB1-2를 이용하여 LSR과 직렬로 K1의 b 접점

을 연결하여 PSD와 전동차 출입문의 인터록을 구현하였다. 즉 전동차가 정위치정차일 때 CRS 전원을 공

급되어 전동차 출입문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LSRM 스위치는 차상 무선(RF)장치에서 제어하는 K1 릴

레이가 정상동작을 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TB1-1과 TB1-2를 연결하여 차상 무선(RF)장치와 관계없이 전

동차의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한 바이패스 스위치 이다. 

   PSD가 미설치된 역사를 운행할 경우 차상무선(RF) 장치의  K1은 소자되어 b접점(상시Close) 상태를 유

지하므로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전동차 발차 인터록

  전동차 발차 인터록은 승강장 PSD와 전동차간 발차 지시등과의 연동시켜, 전동차 출입문 및 PSD가 모

두 닫혔을 때만 전동차가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는 전동차 발차 인터록을 위한 전

동차 회로의 수정 부분과 차상 무선(RF)장치와 Interface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5> 전동차 발차 인터록 회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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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로 연결된 차량 출입문 S/W에 의하여 전동차 출입문의 닫힘이 확인되면, PSD의 All Door Closed & 

Lock 신호를 수신한 차상용 무선(RF)장치는 K2 계전기를 소자하여(OFF - 접점 Closed), 발차지시등을 

On/Off 할 수 있는 DIR의 계전기가 동작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즉 전동차 출입문 및 PSD 모두 닫혔을 때

만 전동차 발차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DIRM 스위치는 차상 무선(RF)장치에서 제어하는 K2 릴레이가 정상동작을 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TB1-7과 TB1-8을 연결하여 전동차의 발차가 가능하도록 한 바이패스 스위치이다. 즉,  DIRM 스위치는 기

관사측의 발차지시등이 점등 될 수 있도록 회로 강제 복구하는 기능을 한다. 

    PSD가 미설치된 역사를 운행할 경우 차상 무선(RF)장치의 K2는 소자되어 b접점(상시Close) 상태를 유

지하므로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4. 차상무선(RF)장치의 HMI(Human Machine Interface) 

  차상무선(RF)장치는 진동, 온도 등 극한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개발한 LCD 일체형 컴퓨터로서, 

지상무선(RF)장치와 무선통신을 수행한다. 또한 차상무선(RF)장치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능이 있어 열차 운전실 내부에서 승무원이 PSD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4.1 HMI의 기능 

    2.4GHz 지그비 통신을 이용함으로서, 기존의 447MHz 무선통신시스템보다 많은 인터페이스 통신

량이 가능하게 되어, 전동차 조종석내의 차상무선(RF)장치에 PSD 제어, 열차정보 표시 등 여러 편의 기

능을 추가할 수 있었다. 2.4GHz 차상무선(RF)장치의 HMI 기능은 크게 4가지 기능(운영정보표시, PSD 

제어, 설정, 운영정보관리)이다. HMI 기능을 표로 나타내면 <도표 4>과 같다.

<도표 4> 차상무선(RF)장치의 HMI 기능

구  분 내      용

운영정보 표시

 O 열차 운행정보
 - 열차번호
 - 편성번호
 - 운행노선

 O PSD (전체/개별) 상태

 - 열림 / 닫힘 
 - 장애발생 
 - 자동 / 수동 
 - 인터록 무시

 O 차상장치조작상태  - 자동 / 수동 모드

 O 유/무선 통신상태  - 양호 / 장애

PSD 제어

 O 스크린도어 열림/닫힘 제어

 O 인터록 무시 제어

 O 차상장치 PSD 자동/수동 모드 선택

설정
(터치스크린)

 O 열차/편성번호 설정

 O 유/무선 통신 설정

 O 편성번호 입력 및 저장

 O 운행노선 자동 설정

열차 및 PSD
운영정보 관리

 O 열차 운행 정보 저장

 - 역내 진입/정차/출발 시간
 - 전동차 출입문 제어 내역
 - 전동차 발차 지시등 점/소등 내역
 - 열차번호 설정 변경 내역

 O PSD 운영 정보 저장
 - 스크린도어 동작/제어 내용
 - 인터록 무시 상태/제어 내역

 O 운영정보 조회  - 저장된 운영정보 조회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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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MI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가. PSD 상태확인 및 제어 

  차상무선(RF)장치는 HMI를 통하여 전동차 승무원이 PSD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SD 상태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스크린터치를 이용하여 필요시 수동제어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그림 6>은 HMI의  PSD 상태 및 제어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6> PSD 상태 표시 및 제어 화면 <그림 7> PSD 및 전동차 운행정보 관리 화면 

  기존의 무선통신시스템에서는 승무원이 승강장에 설치된 승무원조작반을 통하여 PSD 상태를 확인하

고 제어할 수 있었다. 본 시스템은 승무원이 조종실내에서 PSD 상태확인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전동차 운영의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2.4GHz 차상무선(RF)장치는 LCD 일체형 컴퓨터로서 각종 열차 및 PSD 운영 정보를 저장/관리 할 

수 있다. <그림 7>은 HMI의 PSD 및 전동차 운행정보 관리 화면을 나타낸다. 각 열차별로 열차번호, 

편성번호, 노선과 운행으로 발생하는 열차운행내역 정보 즉, 시간별 역사도착/출발, 무선장치 상태,  

PSD 관련 정보 등을 관리한다. 또한  1주일 동안의 PSD 및 전동차 운영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된 데

이터는 전동차 운행 의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열차 정보 및 통신 설정

 

<그림 8> 운행정보 표시 및 입력 화면 <그림 9> 설정 상태 표시 및 입력 화면

  HMI는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열차번호, 편성번호, 노선 등 전동차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8>

은 운행정보 표시 및 입력 화면을 나타낸다. HMI는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유/무선 통신 설정 상태를 표

시하고 설정 값을 입력할 수 있다. <그림 9>은 설정 상태 표시 및 입력 화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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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전동차 수동운전모드에서 PSD를 자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동차와의 PSD 인터페이스에 2.4GHz 

지그비 통신을 적용하였다. 비트오류율(BER), 신호대잡음비(SNR), 감도(Sensitivity)에서 우수하고,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 그물형 망)를 지원함으로서 통신 신뢰성이 높은 지그비 통신을 이용함으로써 

PSD 인터페이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2.4GHz 지그비 통신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447MHz 무선통신시스템보다 많은 인터페이스 통신량

이 가능하게 되어, 전동차 조종석내의 차상무선(RF)장치에 PSD 제어, 열차정보 표시 등 여러 편의 기능

을 추가할 수 있었다.  

  PSD 무선통신시스템을 전동차 열차운행시스템의 차량회로에 연결하여 별도의 조작없이 PSD가 자동

으로 열림/닫힘 작동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PSD의 안전 운영을 위하여 정위치 정차 인터록과 전동차 

출발 인터록을 구현하였다. 

  터치스크린 LCD모니터 일체형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상무선(RF)장치를 개발함으로써 HMI(Human 

Machine Interface) 기능을 구현하였다. LCD 화면을 통하여 전동차와 PSD의 정보를 표시하고 터치스

크린을 통하여 PSD를 제어할 수 있도록 차상무선(RF)장치를 설계함으로써, PSD와 열차 운영의 편의성

과 안정성을 증대시켰다.  

  향후 PSD 인터페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ATO 시스템에 적용되는 2.4GHz PSD 무선통신시스템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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