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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ssenger side entrance door is very important system that make boarding and getting off 

the passengers. During the passenger door closing, there is some obstacles between door panels, 

passenger door can detect the obstacle and obstacle is remained between door panels, vehicle can 

no possible to move. But passenger door can not detect the obstacle if obstacle is too thin such 

as clothes and belts. So, anti-drag system is applied the to make detect these thin obstacle.

Therefore, we survey the characteristic, function and its activation scenario of anti-drag system  

and present the passenger door system that latest applied anti-drag system that can be a help to 

make design

1.  서  론

철도 차량에  객실 출 문  승객  차량에 탑승 또는 하차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 한 

치 ,  차량  역에 차 후 출 문  열어 승객  하차, 탑승 후 출 문  닫 게 

 차량  출 하게 다.  과 에  출 문  닫  시  사 에 애물  는 경우 출

문에 치 어 는 애 감지 치  를 감지 출 문  재 개폐하여 애물  거할 수 

, 애물  거 지 않  출 문  닫 지 않아 차량  출  시킬 수 없다. 하지만 수 

mm 내  얇  나 가  끈 등  애물  경우 애 감지 치  특 상 감지가 가능 

하여 애물  출 문 사 에 끼어도 출 문  상  닫 , 차량  상  출  가능케 

,  과 에  사고를 할 가능 도 생한다.

라  본 연 에 는 얇  애물  감지, 혹  미 감지 시 차량 출  혹  애물  당김

 애를 감지할 수 는 Anti-Drag 시스  특   시스  기  기    동 

시나리 에 해 알아보고, 용 사   단  비 하여 객실 출 문  Anti-Drag System

에 한 개   계에 도움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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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nti-Drag시스템 개요

철도차량 객실 출입문은 여려 종류의 장애감지 장치가 있다,하지만,장애감지가 어려운

얇은 장애물이 놓 을 경우,출입문은 정상 닫힘 동작을 하게 되고,차량은 출입문에 장애물

이 끼인체 출발하게 되며,만약 장애물이 옷이나 가방끈일 경우 심각한 험을 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한 안 장치로 Anti-Drag시스템을 용하는데,이는 장애감지 장치가 인식하기

힘든 얇은 장애물이 객실 출입문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기

능으로 작은 장애물이 끼인체 차량이 운행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기능이다.

Anti-Drag시스템의 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이는 Push-back기능 추가에

의한 기구 Anti-Drag시스템과,각종 센서를 활용한 기 Anti-Drag시스템이 있다.

2.1 기구 Anti-Drag시스템

기구 Anti-Drag시스템은 출입문 엔진에 Push-back기능을 넣어 출입을 강제로 일

정한 문이 닫힌 후 애물이 끼인체 닫힌 출입문을 승객이 직 어느 정도 개방할 수 있도

록 출입문 기구부에 Push-back기능을 가진 스 링 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그림 1.Push-back장치의 Concept

그림 2.Push-back장치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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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출입문을 열고 닫게 하는 DrivingArm에 Push-back장치를 넣어 출입문이 닫힌 상

태에서 얇은 장애물이 끼인 경우 승객이 직 출입문을 일부 개방,장애물을 제거하는

수동 방식의 장치이다.출입문이 닫힘&잠김 후 일정거리를 수동으로 개패 가능하며,스

링 장지에 의해 열림력 제거 시 자동으로 재 닫힘이 된다.

하지만,모터 류치를 측정, 기 인 장애물 감지 방식과 Push-back동시 구 시

Push-back장치의 스 링에 의해 장애물 감지의 정확도 감소가 불가피 하므로 제작 실

신뢰성을 우선 검토 후 용해야 한다.

2.2 기 Anti-Drag시스템

기 Anti-Drag시스템은 출입문 넬 CenterRubber에 각종 센서를 추가,출입문

이 닫힌 이후에도 장애물을 감지 차량측에 신호를 보내어 출입문을 재개방 차량의 출

발 이후까지도 일정 시간 or속도 내에서도 작동,차량을 정지,재개방 할 수 있도록 한

극 인 안 장치이다.이를 구 하기 한 각종 센서는 단지 Anti-DragFunction구

뿐만 아니라,2차 인 장애 감지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므로,보다 높은 Level의 승객

안 을 도모할 수 있다.

기 Anti-Drag시스템을 범 하게 보면 장애감지 장치의 하나로,주로 기식 출

입문에서는 모터의 Over-current를 감지하여 장애 감지를 하나,출입문이 거의 닫혔을

경우와 장애물이 얇거나 작아 감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보안하기 해 센서 방식의 장애

감지 장치를 추가하며,Anti-Drag기능을 추가한다.

장애 감지 & Anti-Drag를 구 하기 한 재 각종 출입문 제작사에서 공 하는 센서

의 종류는 PneumaticSensitiveEdge,ElectricSensitiveEdge,PhotoelectricSensitive

EdgeType이 있다.

2.2.1PneumaticSensitiveEdge

그림 3.PneumaticSensitive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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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aticSensitiveEdge는 공기압 방식의 장애물 감지 장치로,CenterRubber내 공

기 압력을 채우고,공압센서와 연결해 장애물의 감지하는 장치로,장애물이 센터러버에

닫게 되면,센터러버의 형상이 변경되게 되고,이로 인해 센서 내부의 공기압력이 높아지

면,이를 감지하여 DCU(DoorControlUnit)에 장애정보를 달,출입문의 장애감지 작동

을 하는 방식이다.

장 :

1)이론 으로 Over-current방식의 장애감지 장치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2)작은 장애물도 감지 할 수 있도록 출입문 넬을 디자인할 수 있다.

3)출입문 넬의 디자인이 자유롭다.

(꺽어지거나 둥근형상의 출입문 넬 디자인 가능)

단 :

1)쉽게 손상이 된다.( :칼,송곳 등에 의해 쉽게 손상된다)

2)Over-current방식의 장애감지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3)단가가 비싸다.(구 하기 한 필요 부품이 많다)

4)유지보수 단가가 비싸고,교체 시간이 많이 걸린다.

5)출입문이 닫힐 시에만 감지가능하다.

6)장애 미감지에 해 DCU에서 감지가 불가하다.

7)정 한 작동을 해서 공압센서의 리 이션이 필요하다.

8)센터러버의 끝단부는 감지 정 도가 낮다.

2.2.3ElectricSensitiveEdge

그림 4.ElectricSensitiveEdge

ElectricSensitiveEdge는 근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튜 내의 두 개의

을 두어 장애물 감지시 튜 의 그러짐을 이용 이 닿게 되고,이에 따른 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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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 정보를 DCU에서 인식,장애물이 감지됨을 확인 하는 방식이며,튜 내 항 변화

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선의 단락 미감지등의 정보를 DCU가 확인이 가능한 방식이다.

장 :

1)이론 으로 Over-current방식의 장애감지 장치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2)작은 장애물도 감지 할 수 있도록 출입문 넬을 디자인할 수 있다.

3)출입문 넬의 디자인이 자유롭다.

(꺽어지거나 둥근형상의 출입문 넬 디자인 가능)

4)DCU에서 시스템 Failure를 감지할 수 있다.

단 :

1)쉽게 손상이 된다.( :칼,송곳 등에 의해 쉽게 손상된다)

2)Over-current방식의 장애감지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3)단가가 비싸다.(구 하기 한 필요 부품이 많다)

4)유지보수 단가가 비싸고,교체 시간이 많이 걸린다.

5)출입문이 닫힐 시에만 감지가능하다.

2.2.3PhotoelectricSensitiveEdge

그림 5.PhotoelectricSensitiveEdge

PhotoelectricSensitiveEdge는 발 다이오드,수 다이오드를 이용한 장애 감지 장치

로,센터러버 각 끝단에 발 부(Emitter),수 부(Receiver)를 두어,센터러버의 그러짐

으로 인한 빛의 차단을 감지하는 방식으로,빛이 감지되지 않으면 DCU에서 장애물이 감

지로 인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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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1)이론 으로 Over-current방식의 장애감지 장치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2)작은 장애물도 감지 할 수 있도록 출입문 넬을 디자인할 수 있다.

3)출입문 넬의 디자인이 자유롭다.

(꺽어지거나 둥근형상의 출입문 넬 디자인 가능)

4)DCU에서 시스템 Failure를 감지할 수 있다.

5)감지장치가 칼이나 송곳에 의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단 :

1)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2)직선 구조의 출입문 넬 형식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3)단가가 비싸다.(구 하기 한 필요 부품이 많다)

4)유지보수 단가가 비싸고,교체 시간이 많이 걸린다.

5)출입문이 닫힐 시에만 감지가능하다.

3.Anti-Drag시스템의 용

Anti-Drag시스템은 출입문 장애물 감지 장치의 기능 하나로,기본 인 장애물 감

지 방식인 Motor의 Over-current장애감지 방식에 기구 Anti-Drag 장치나 기

Anti-drag장치를 추가하여 구 한다.이번 논문에서는 그 MotorOver-current장애

감지 방식 +ElectricSensitiveEdge를 용한 Anti-drag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Anti-DragSystem의 감지 방법

Anti-Drag의 작동은 출입문 닫힘 동작 시,장애물 감지가 되지 않거나,Sensitive

Edge로 감지가 되었으나,장애물 감지가 이미 출입문이(출입문 닫힘 속도 Center

Rubber의 그러짐이 발생하여)닫힘 잠김 이후에 발생할 경우에 실행되며,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상황으로 나뉜다.

1)Anti-dragfunctioninstaticcondition

이는 장애물이 출입문의 닫힘 잠김 이후에 감지될 경우 실행되는 것으로,장애

물이 작을 경우 MotorOver-current장치로 감지가 불가 SensitiveEdge에서의

감지 신호가 DCU로 달,출입문이 장애 감지를 하여 재 열림 동작을 하기 출입

문의 닫힘이 완료된 경우 실행된다.이때 SensitiveEdge가 장애물 감지 신호를 DCU

에 달하면,출입문은 재 개폐되며 승객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2)Anti-dragfunctionindynamiccondition

이는 장애물이 출입문의 닫힘 잠김 이후에도 감지되지 않을 경우 실행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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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애물이 아주 얇아 SensitiveEdge로 도 감지가 불가능할 경우 실행된다.이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차량의 정지 시 작동하는 경우와,차량 동작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Anti-drag감지는 CenterRubber사이에 얇은 장애물이 끼었을 경우,장애물을 승

객이 제거할 경우 CenterRubber내의 SensitiveEdge가 뒤틀리며 이 러져 작

동하는 방식과(차량 정지시 작동),출입문의 정상 인 닫힘으로 차량이 출발할 경우

차량의 이동으로 장애물이 당겨져 CenterRubber내의 SensitiveEdge가 뒤틀리며

이 러져 작동하는 방식(차량 이동으로 작동)으로 작동되어 진다.

그림 6.Anti-drag장치의 감지 방법(inDynamicCondition)

3.2 Anti-Drag감지 시 출입문 차량에서의 동작.

Anti-drag감지 출입문과 차량에서의 동작은 앞서 설명한 각각 감지 시기와 감지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a)차량 출발 Anti-drag감지 시 동작.

이는 차량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때,Anti-drag감지되었을 때의 출입문의 동작으

로,차량이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인 출입문의 장애물 감지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되며,출입문의 재 개패에 의해 출입문 닫힘 차량 루 는 열려있어 차량은 출발

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따라서 승객은 출입문이 재 개폐 시 장애물을 제거하면,이후

차량은 정상 이 운행이 가능하다.

b)차량 출발 후 Anti-drag감지 시 동작.

이는 출입문이 정상으로 닫힌 후 차량이 출발하고 난 뒤 Anti-Drag가 감지되었을

때의 출입문과 차량에서의 동작으로 차량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감지 시 출입문의 개

패는 불가능하다.따라서 차량 출발 후의 Anti-drag동작은 우선 Traction을 지

시킨 후 비상 이크를 작동,차량의 속도가 0일때 출입문의 재 개폐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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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며,이 경우 차량이 역내가 아닐 경우가 있으므로,출입문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로 열린 후 닫힘 동작을 하게 된다.

3.3 Anti-Drag감지의 Bypass.

차량 출발 후 Anti-Drag감지 시 차량의 TractionOff 비상 이크 작동은 차

량의 속도가 높을 경우 더 큰 험을 래하게 된다. 한 차량이 역을 지나간 이후

이 기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며,승객의 출입문 CenterRubber의 림으로 인한

오 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시 이후로는 이 기능을 Bypass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Anti-Drag감지의 Bypass는 주로 차량의 속도를 통해 제어되거나 차량의 속도 신

호와 타이머 릴 이를 통해 제어된다.차량의 속도를 통한 Anti-Drag감지의 Bypass

는 차량 운행 어떤 사유로 인해 역간에 차량의 속도가 Bypass속도 이하가 될 경

우 승객의 CenterRubber 림 혹은 장애물 제거에 의해 출입문의 재 개폐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차량의 속도

신호와 타이머 릴 이를 통한 Bypass에 해 소개한다.

그림 7.Anti-dragBypass장치가 용된 차량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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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통도와 같이 출입문이 닫히고,차량의 3km/h의 속도 신호를 받은 이후에

TimerRelay가 작동되며,정해진 시간까지만 릴 이가 작동,이후에는 Anti-Drag신

호를 Bypass시키게 된다. 한 차량이 어떤 사유로 역간에서 정지하여 3km/h속도

신도를 다시 받더라도,출입문의 Open/Closed신호가 없으면 Bypass신호는 계속 유

지되는 방식이다. 와 같이 구 하면,Anti-Drag감지 시 출입문의 작동은 아래와

같은 구간내로 제한되며,차량의 주행 역간의 감속 혹은 비상정지시도 Anti-Drag

감지에 따른 동작은 Bypass되므로 승객의 안 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Anti-drag감지 시 작동가능 구간

5.결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철도차량의 객실 출입문에 용되는 장애물 감지 장치와

Anti-Drag시스템에 해 종류 각각의 특징에 해 알아보고,Anti-Drag시스템의 감지

방법,감지 시 차량 출입문의 동작 시나리오,Anti-Drag신호의 Bypss 용 사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철도차량 출입문에서의 장애물 감지 시스템 설계 Anti-drag시

스템 설계 용 시 고려해야 할 조건 시스템 구성 등 필요 사항 이를 감안하여 신

규 용 개발된 철도차량용 객실 출입문의 Anti-Drag시스템을 소개함으로 향후 객실 출입

문의 장애물 감지장치의 용 Anti-Drag 용 설계/제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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