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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 및 고상 철도 승강장 겸용 승강문 제어유닛과 
열차모니터링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

A Design on the TMS-DCU Interface for Low and High Level Railway Platforms

김 철 수*ㆍ김 재 문†

(Chul-Su KimㆍJae-Moon Kim)

Abstract  -  In order to operate trains both mainline railroad platform and metropolitan subway line platfor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door step equipment of the rolling stock regardless of low(500mm, mainline) and high level 

platforms(1,135mm, metropolitan subway line) because of the requisite door safety system. In this study, TMS-DCU 

interface is studied for low and high level railway platforms. As a result, Design circuit of TMS(Train Management 

System)-DCU(Door Control Unit) interface is suitable for telescopic sliding type doorstep unit to minimize damage to the 

carbody underframe of railwa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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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통약자에 한 배려  인구 고령화, 국민소득의 증가 

등 국민의 생활의식이 다양화, 고 화됨에 따라 보다 빠르고 

고 화된 교통수단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있다. 한 교

통수요 변화에 비하여 역철도 여객수송에서는 환승문제

의 불편해소 등 수송 분담률을 증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1].

국내 여객열차의 용 승강장(Platform)은 일 윗면을 

기 으로 높이에 따라 간선 철도노선의 상 승강장 

(500mm)과 역 철노선의 고상 승강장(1,135mm)으로 나

 수 있다[1]. 최근 KTX  간선열차는 고객 환승에 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해 본선  수도권 철노선에서도 

상  고상 승강장 혼용 운 을 고려하고 있다. 

재 코 일에서 운 하는 철도역사 에서 상  고상 

혼용 승강장을 갖춘 곳은 34개소이다. 따라서 향후 ·고속

열차를 포함한 상 승강장 용인 일반 간선열차

(KTX-series 등)가 수도권 철  본선구간에서 모두 운

될 경우, 국내 상  고상 승강장에 상 없이 승하차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제시가 요하다. 한 안 한 열차운

행과 함께 승강문(Door)과 승강장사이 이격거리의 변동성으

로 인한 교통약자 등 승객의 불편함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이격거리가 최 한 짧은 간격을 유지하는 승강문 스텝이 요

구된다.

한편, 최근 국내에 수도권 철 경부선  장항선에서 운

행 인 리로호(TEC)는 그림 1과 같이 상·고상 승강장

에 혼용할 수 있는 승강문(스텝)을 설치하여 운행 이다.

그림 1 리로호 승강문 스텝( 상 승강장)

Fig. 1 The door step of Nuriro Train (Low level platform)

그러나 리로 열차는 고상  승강장 용 차량이 상 

승강장에 도입하기 하여 개발된 것으로[2], 구조  안정성 

측면에서 차체 개조가 불가능하고 기 유지성능 하 등 승

강문 스텝에 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승강장 

상  고상 혼용운 에 맞는 일반 간선열차의 승강시스템

을 개발하기 해서는 국내 실에 합한 상  고상 겸

용 승강문 스텝의 개발이 요하다[3][4].

본 논문에서는 상  고상 겸용 승강시스템(스텝)의 동

작과 기능을 제어하는 유닛으로서 차량 제어유닛 (Train 

Management System, 이하 TMS), 승강문 제어유닛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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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Unit, 이하 DCU)과 열차모니터링시스템의 인터페이

스 설계에 한 연구를 하 다.

 

2. 본  론 

2.1 슬라이드 방식 상  고상 승강장 겸용 승강시스템 개념

텔 스코픽(Telescopic) 슬라이드 방식의 상  고상 승

강장 겸용 승강시스템(스텝)의 개념 설계 모델에 한 단계

 동작 메카니즘을 그림 2에서 보여 다[5][6]. 동작 상태를 

3단계로 나  수 있으며, 표 1은 각 단계별 승강문 스텝의 

동작내용에 해 기능  역할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슬라이딩 방식의 동작 메카니즘

Fig. 2 The operation mechanism of Telescopic sliding 

method

  

단계 기능  역할

슬라이딩 스텝 

동작  단계

▪ 상 승강장 이용시 평상시의 스텝과 동

일한 상태(승강문 개방 )

슬라이딩 스텝 

1단계 동작

▪고상 승강장 이용시 열차가 정차하기 ; 

1단계 진출 완료  2단계 동작 기(승강

문  개방 )

슬라이딩 스텝 

2단계 동작

▪승강문 개방 후 2단계 동작 선별지령

 (안 사고 방지  교통 약자 편의 제공)

표   1  단계별 승강문 스텝의 동작내용

Table 1 The operation contents of phased door step 

표 1에서 슬라이딩 스텝 2단계 동작은 세부 으로 열차 

승강문 개방 과 후로 나  수 있으며, 승강문 개방 에는 

1, 2차 스텝 동작이 이루어지고 승강문 개방 후에는 1차 스

텝 내부에 치한 슬라이딩 스텝이 인출되어 고상 승강장과 

철도차량과의 간격을 최소화시켜주는 동작이 구 된다. 따

라서 철도차량의 승강문 제어방식은 차종에 따라 상이함으

로 차종별로 승강문 제어유닛(Door control unit, DCU)과 

차량 제어유닛 (TMS)에 한 인터페이스 설계가 주요 인자

로 고려된다.

2.1.1 상  고상 승강장 겸용 철도차량 승강문과 스텝 제어

스텝에 한 열림과 닫힘 동작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그

림 3과 그림 4와 같이 제어 흐름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에 한 세부 인 동작은 다음과 같다.

Step1열림동작

Floor 

Command

Step2열림동작

Y

N
T1시간초과?

T2시간초과?
압력센서?

오류보고

N

N

Y

Y

대기

1.도어상태 체크
2.Step 위치 체크

3.센서 상태 체크
4.ZSS 신호 체크

대기

N

동작완료보고

경고방송 포토센서?

N

Y

경고방송 압력센서?
Y

N

안내방송

Step1 OUT

Step2 OUT

Step

OP/CL CMD

N

Y

N

DCU command 확인

(Open/Close)

DCU command 확인
(고상/저상)

그림 3 스텝(Step) 열림 동작 흐름도

Fig. 3 Step open operation flow diagram  

스텝의 닫힘 완료 기 상태에서 스텝 열림 동작을 수행 

하는 신호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동작 가능하다.

 

◼ Isolation 신호 확인 : 스텝 동작 정지 명령 비활성화
◼ Manual 상태 확인 : 수동 조작 모드 비활성화
◼ ZSS 신호 확인 : ZSS신호 활성화  열차 정지

1차 스텝(Step1)은 ZSS(Zero speed signal)가 비활성 상

태에서도 동작 여부 단이 필요하며, 스텝 동작 조건이 문

제가 없을 때 아래 순서에 따라 스텝 열림 동작하게 된다.

- F_CMD 신호 입력 : 고상 홈 신호 입력

- 1차 스텝의 스 치 상태 확인: Step1 치 확인

- 1차 스텝 열림 동작 : Step1이 닫힘 상태이면 열림 동

작 시작

- 1차 스텝 열림 동작 완료 는 장애물에 따른 열림 동

작 정지 후 에러 메시지 출력

- ST2_CMD 입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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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스텝 스 치 상태 확인       

- 2차 스텝 열림 동작

- 2차 스텝 열림 동작 완료 는 에러 메시지 출력

1차 스텝의 열림 도  장애물이 감지되면 장애 감지 루틴

을 수행하여 열림 이라도 열림 정지 후 기 상태에서 장

애 감지 처리 로세스를 실행한다. 장애물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스텝1의 열림을 완료할 수 없을 때 해당되는 고장 

코드를 세  세그먼트에 시하고 도어를 닫힘으로 유지한 

후 다음 명령을 기한다. 

1차 스텝 열림을 완료 후 2차 스텝 열림 작동 시 장애감

지가 발생한 경우 1차 스텝과 동일한 장애감지 루틴을 수행

한다. 2차 스텝의 열림 작동 이거나 작동완료 상태에서 

ZSS신호가 비활성화 되는 경우 2차 스텝은 즉시 닫힘 루틴

을 수행하게 된다.

Step2닫힘동작

Step1닫힘동작

Y

N
T2시간초과?

T1시간초과?

오류보고

N

Y

Y

대기

1.도어상태체크
2.Step 위치 체크

3.센서 상태 체크
4. ZSS 신호체크

대기

동작완료보고

경고방송 압력센서?

N

Y

경고방송 포토센서?
Y

N

안내방송

Step2 IN

Step1 IN

N

Y

N

Step2
OP/CL CMD

Y

Floor  
Command

오류보고

DCU command 확인
(Open/Close)

DCU command 확인
(고상/저상)

그림 4 스텝(Step) 닫힘 동작 흐름도

Fig. 4 Step closed operation flow diagram 

스텝의 열림 완료 기 상태에서 스텝 닫힘 동작을 수행 

하는 신호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동작 가능하다. 

◼ ST2_CMD 신호 입력 : DCU 닫힘 신호
◼ Isolation 신호 확인 : 스텝 동작 정지 명령 비활성화
◼ Manual 상태 확인 : 수동 조작 모드 비활성화
◼ ZSS 신호 확인 : ZSS신호 활성화  열차 정지

스텝 동작 조건이 이상이 없을 때 아래 순서에 따라 스텝 

닫힘 동작 완료하게 된다.

- 2차 스텝의 스 치 상태 확인 

- 2차 스텝 닫힘 동작  

- 2차 스텝 닫힘 동작 완료 는 에러 메시지 출력   

- F_CMD 입력신호 확인  

- 1차 스텝 스 치 상태 확인       

- 1차 스텝 닫힘 동작

- 2차 스텝 닫힘 동작 완료 는 에러 메시지 출력

2차 스텝의 닫힘 도  장애물이 감지되면 장애 감지 루틴

을 수행하여 닫힘 이라도 닫힘을 지하고 장애가 제거되

었을 때 닫힘을 수행한다. 장애물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2차 

스텝의 닫힘 동작을 완료할 수 없을 때 해당되는 고장 코드

를 세  세그먼트에 시하고 스텝을 열림으로 유지한 후 

다음 명령을 기한다. 

2차 스텝 닫힘을 완료 후 1차 스텝 닫힘 작동 시 장애감

지가 발생한 경우 2차 스텝과 동일한 장애감지 루틴을 수행

한다. 2차 스텝의 닫힘 작동 이나 열림 상태에서 ZSS신호

가 비활성화 되는 경우 2차 스텝은 즉시 닫힘 루틴을 수행

하게 된다.

2.1.2 승강문 제어 유닛(Door Control Unit)

승강문 제어 유닛은 CPU를 비롯하여 리셋(Reset) 회로, 

통신회로, 승강문 개폐 시험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CPU부는 

32비트 마이콤(Micom)으로 I/O 포트의 신호를 분석, 연산하

며 승강문의 개폐 동작 제어  에러 등을 TMS에 송한

다. 리셋 회로는 승강문 동작과정 에 발생하는 DCU 장애 

 에러를 기화시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

다. 통신회로에는 RS-485와 RS-232가 있으며 RS-485통신

은 TMS으로부터 승강문의 열림, 닫힘 등의 명령을 수행하

고 수행한 명령에 해 응답을 이행한다. 특히 장애발생, 스

치조작 등에 해 DCU가 TMS과 통신을 연결하여 승강

문의 상태를 송한다. 승강문 개폐 시험회로는 Local/Train 

환 스 치  승강문 개폐 시험 스 치로 구성되어 DCU 

단독으로 개폐 기능을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5 승강문 제어 장치

Fig. 5 Door Control Unit 

한편 DCU 구 을 한 소 트웨어 설계를 해 동기

의 엔코더를 입력으로 받아들여 제어하게 된다. 기존 철도

차량 승강문 엔진에 장착된 승강문 제어장치(DCU)는 서보

모터를 가동시켜 승강문의 원 을 설정하고 승강문 시스템

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 승강문의 스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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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문의 치에 따라 조정상태 기 을 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 을 엔코더 출력(서보모터의 펄

스)이라 정하고 측정된 엔코더 출력을 기 으로 승강문 열

림, 닫힘 그리고 장애감지를 정의하여 승강문 조정을 정확하

고 유연하게 하기 한 PID 기 변수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그림 6 PID 조정 기술

Fig. 6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Calibration technique

그림 6은 DCU 소 트웨어 구 을 한 PID 조정 기술로 

(a)는 엔코더 출력펄스이고 (b)는 로터리 인코더 입력값으로 

(c)의 펄스 시간을 계측하여 승강문 개폐  장애감지를 수

행하게 된다.

2.2 TMS-DCU간 인터페이스 구성

TMS-DCU간 인터페이스 구성을 해 우선 으로 통신

사양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해 TMS와 DCU는 지령과 

상태정보를 송하는 송로로서 산업용 제어에 가장 리 

사용되고 안정성이 입증된 RS-485방식을 사용하 다.

그림 7 표시장치 인터페이스 설계

Fig. 7 The Display Interface design

그림 7은 표 2의 DCU-TMS간 송되는 데이터 포맷에 

한 표시장치 설계화면으로 승강문 상태에 따라 장애감지, 

고장, 개폐 등을 나타낸다.

Text bit7 bit6 bit5 bit4 bit3 bit2 bit1 bit0

0 상태 Data Code (21h) / Test Code(31h)

1 From address (DCU-R(02h), DCU-L(03h))

2 Spare

3 Spare

4 Spare

5 Spare

스텝

(계단)

열림 

스텝

(계단)

열림 

완료

스텝

(계단)

열림 

오류

Spare Spare

TEST 상태

(01 진행 )

(10 결과 OK)

(11 결과 NG)

6

Door 

열림 
Door 

닫힘 

비상핸

들 작동

재 열림

상태

승강문 

열림

상태

승강문 

닫힘 

상태

승강문 

연

승강문 

오류

7 Spare Spare Spare Spare Spare Spare 경고장 고장

8 Spare

열림 

시간 

과

닫힘 

시간 

과

TMS 

제어 

오류

장애물로 

인한 

열림 

불능

장애물로 

인한 

닫힘 

불능

Spare Spare

9 고장 code

10 Spare Spare Spare Spare Spare Spare

제어 Mode

일  자동

/개별수동

11

∼12
Spare

13

스텝 

열림 

불량

1차

슬라이

딩 열림 

불량

2차

슬라이

딩 열림 

불량

SCU 

연

스텝 

비상핸들

작동

1차 

슬라이딩 

열림 

상태

2차 

슬라이

딩 열림 

상태

스텝 

열림 

완료

14

스텝 

닫힘 

불량

1차

슬라이

딩 닫힘 

불량

2차

슬라이

딩 닫힘 

불량

1차 

슬라이

딩 닫힘 

상태

2차 

슬라이딩 

닫힘 

상태

스텝 

닫힘 

완료

스텝 

열림 

장애감

지

스텝 

닫힘 

장애감지

15
SCU 

고장
Spare Spare Spare Spare Spare Spare Spare

표   2  DCU-TMS 송 데이터 포맷

Table 2 DCU-TMS transfer data format

2.2.1 TMS-DCU-SCU 인터페이스

그림 8은 차량제어유닛(TMS)과 승강문 제어유닛(DCU)

그리고 스텝 제어유닛(SCU)간 제어에 한 신호체계를 보

여 다. 차량명령 신호로 운 실 선택, 승강문 개폐신호, 

CCDU(Conductor Control & Display Unit)에서 승강문 신

호로서 인통선  TMS을 통해 DCU로 달되면 DCU는 

상태정보  장애물 검지상태, 5km/h 이하 등에 한 정보

를 차량 제어유닛(TMS)으로 련 데이터를 송한다.

한편 승강문 제어유닛(DCU)는 스텝 제어유닛(SCU)으로 

열림, 닫힘 명령신호를 보내면 장애물/고장 신호에 따라 경

보음 동작을 하게 되면 앞서 기술한 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1차, 2차 스텝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a)는 승강문 열림 제

어에 따른 각 제어유닛사이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b)는 운 실 선택, 승강문 닫힘 제어에 따른 인터

페이스 신호체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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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DCU-SCU간 승강문 제어

(a) 승강문 열림 제어 

(b) 승강문 닫힘 제어

그림 8 승강문 개폐에 따른 신호체계

Fig. 8 Signal diagram in case of door open or closed

3. 실  험

제안된 시스템에 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철도차량

에 시작품을 제작하여 서 시스템사이의 인터페이스 시험을 

수행하 다. TMS와 DCU간 통신 인터페이스 시험에 해 

시험한 결과를 그림 9에서 보여 다. TMS와 DCU간 송

방식은 RS-485 통신을 용하고 있으며, Multi-drop 2선식 

송모드 방식이다.

200m

s

50m

s

그림 9 TMS-DCU 통신 송주기

Fig. 9 TMS-DCU communication transfer period

TMS와 DCU간 송속도는 38400[bps]이며, 200[ms] 

송주기를 갖고 있음을 보여 다.

7.5ms

그림 10 TMS SDR에 한 DCU SD응답시간

Fig. 10 DCU SD response time on TMS-SDR

 

그림 10은 TMS 상태 요청 데이터(SDR)에 한 DCU  

데이터 상태(Status Data, SD) 응답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약 7.5ms 이내의 응답으로 양호한 응답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다.

한편 TMS-DCU(SCU) 통신제어 시 스 개발을 해 승

강문  스텝 동작 시 스를 확인하 다. 이를 해 승강문

과 스텝은 상  고상 겸용 승강장치를 구성하고 있기 때

문에 두 장치가 조화되는 시 스를 구성하 다. 승강문의 

열림 닫힘 로직은 기존과 같고, 스텝의 동작조건이 승강문 

열림 조건과 닫힘 조건이 되도록 구성하 다.

그림 11 승강문  스텝의 열림 닫힘 시 스

Fig. 11 Open and closed sequence on a door and a Step

그림 11은 스 치 신호  리미트  등의 동작을 통해 

승강문  스텝의 열림, 닫힘에 한 조건에 따른 시 스 동

작을 보여 다. 채 1은 상  고상 모드 스 치, 채 2는 

승강문 닫힘 완료 신호, 채 3은 1차 스텝 동작신호, 채 4

는 2차 스텝 동작신호를 의미한다. 시 스는 10단계로 나  

수 있는데, ①은 상  고상 모드 변경⇒1차 스텝 동작 시

작 ②는 1차 스텝 동작 시작 ⇒1차 스텝 동작 완료 ③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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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스텝 동작 완료⇒출입문 열림 시작 ④는 출입문 열림 시

작⇒2차 스텝 동작시작 ⑤와 ⑥은 2차 스텝 동작 시작⇒2차 

동작 완료 ⑦은 2차 스텝 동작 완료⇒출입문 닫힘 완료 ⑧

은 출입문 닫힘 완료⇒ 상  고상 모드 변경 ⑨는 상 

 고상 모드 변경⇒1차 스텝 동작 시작 ⑩는 1차 스텝 동

작 시작⇒1차 스텝 동작 완료를 의미한다. 

고상 승강장 모드시 승강문 열림 조건인 경우 스텝이 고

상모드로 환되면, 1차 스텝이 진출 완료되어야 출입문의 

개방동작이 가능하다. 반면 승강문 닫힘 조건은 고상모드에

서 2차 스텝이 복귀되어야 출입문 닫힘 동작이 가능하다. 

그림 12는 스텝 고장처리 인터페이스 화면의 일례로 승강문 

 스텝의 고장상태를 TMS DU(Display Unit)에서 확인 가

능하도록 인터페이스 로직을 설계되었다. 고장화면은 DU에 

용된 화면으로 기존의 고장로직과 동일한 로직으로 설계

하 다. 고장발생시 등 에 따라 화면 환여부가 결정되며, 

고장시에는 고장화면으로 자동 환되어 고장 등 , 고장 

항목, 고장 차호, 고장 시각 등이 시된다.

그림 12 스텝 고장 시기능이 용된 TMS 고장화면

Fig. 12 TMS failure display using a step failure display 

function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상  상 승강장(Platforms) 겸용 철

도차량의 승강문과 스텝 제어에 따른 인터페이스 연구를 하

다. 최근 교통수요 변화에 비하여 역철도 여객 수송

에 따른 환승문제의 불편해소 등 수송 분담률을 증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승강장 용인 일반 

간선열차(KTX-series 등)가 수도권 철  본선구간에서 

운 될 경우, 상  고상 승강장에 상 없이 승하차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승강문(Door)스텝과 차량제어 유닛

(TMS) 인터페이스가 무엇보다 요하다.

실험을 통해 시스템 사이에 인터페이스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상  고상 승강장 겸용 DCU와 TMS 사이

의 인터페이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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