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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RPSD시스템의 양쪽 끝에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와이어로 에 한 안 성에 한 결

과를 해석하 다. 양쪽 끝을 고정한 것과 여러 개의 도르래를 사용하여 연결한 상태로 일정한 하 을 용하

여 와이어로 의 변 량을 측정한 결과 양끝을 고정한 것 보다 여러 개의 도르래를 사용한 와이어의 변형이 

작았으며 하 을 가할 때 특별한 와이어로 의 변 량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 다. 그 결과 6mm의 와이어로

의 변 가 4.83mm로 가장 작았으며, 여러 개의 도르래를 사용한 와이어로 의 변 량이 가장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results of safety analysis obtained from the three different wire rope connections in the RPSD (Rope 

Platform Screen Door) system, which are the rope connected at both ends, the ropes connected by a pulley at both ends, and the 

ropes connected by many pulleys at both ends. With a constant load applied, the displacements in the ropes connected by a pulley 

at both ends and the ropes connected by many pulleys at both ends are smaller than that in the rope connected at both ends. 

There are no any special different displacements between the ropes connected by a pulley at both ends and the ropes connected by 

many pulleys at both ends. The displacement in the wire rope diameter of 6mm is smallest of 4.83mm and the strains from the 

displacements in the ropes connected by a pulley at both ends and the ropes connected by many pulleys at both ends are very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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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지하역사 승강장의 승객안 방재시스템  하

나인 PSD(Platform Screen Door)는 승객의 안 을 

주로 승강장의 환경개선과 에 지 감을 목표로 

1990년부터 재까지 개선되어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역사 승강장은 매우 보 인 단계에 있으며 설

치비용이 고가이며 환경개선과 에 지 감효과가 나

타나기 어렵고 추가 인 유지비용이 야기되기 때문에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1∼5]. 특히 행 PSD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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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치가 고정되어 제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

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재 PSD보다 효율

이고 경제 인 승객안 방재시스템인 상하개폐방식

과 와이어로 를 채택한 RPSD(Rope Platform 

Screen Door)방식이 개발되어 주 녹동역에 설치 운

되고 있다. RPSD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 는 와이

어를 꼬아서 만든 기계요소로서, 단층  다충의 스트

랜드  코어로 구성되어 높은 량 비 강도를 지니

고 있으며[6∼11]. 휨에 해서는 은 항능력을 가

져 산업 장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로 와 스

트랜드에 한 기계  특성을 측하는 연구가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와이어의 탄성에 따라 탄성

의 변화와 휨에 한 항능력의 편차도 크게 달라지

므로 와이어로 의 기  선행연구가 요구된다[12∼

17].

재 운 되고 있는 RPSD는 200M 일체형으로 설

치되어 운 되고 있으나 특히, 지상역 정거장의 경우

는 곡선구간이 많은 경우는 로 간격이 다양화되어 

분할 시공의 경우가 많고, 와이어로 와 이를 고정하

기 한 이동체간의 편하 과 비틀림이 작용하여 내

구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PSD 분할구조로 시공될 경우 승객안 을 하여 구

간길이별 와이어 인장력과 허용하 을 시뮬 이션 하

여 안 성을 높이고 한, 와이어로 와 이를 고정하

기 한 이동체간의 편하 과 비틀림으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을 비교 분석하 다[18∼20].

Ⅱ. 연구내용

2.1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RPSD의 최 화를 하여 양끝이 

고정되는 3가지의 경우로 설정하여 와이어 직경∅

mm, 와이어간격15cm, 와이어길이 2m의 조건으로 실

험하 다.

특히, Main Lift에서 와이어는 다른 부분에 비하여 

편하 에 따른 모우멘트가 작용되어 많은 사고 험

요소를 갖고 있어 와이어 탄성에 한 안정성과 내구

성을 조사하기 해서는 시뮬 이션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림 1. 양끝이 고정되어있는 와이어
Fig. 1 The wires are connected both ends

그림 2. 활차를 통해 양끝이 고정되어있는 와이어
Fig. 2 The wires are connected by pulley 

그림 3. 다수의 활차를 통해 양끝이 고정되어있는 
와이어 

Fig. 3 The wires are connected by many pulleys

그림 1은 1선지지 와이어 체결에 따른 변화율을 측

정하기 하여 양 끝이 고정되어있는 그림이며, 그림 

2는 한 의 와이어가 활차를 통해 고정되어있는 방

법으로 와이어간 높이는 15cm, 길이2m인 그림이다. 

그림 3은 다수의 활차를 통해 한 의 와이어가 고정

되어 있고 와이어간 높이는 15cm, 길이2m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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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그림이다.

3가지 와이어 체결방법에 따른 모델링을 해석하기 

해 ansys 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일 조건인 길이 

L, 와이어에 가해지는 력  방향 A,  와이어에 가

해지는 힘과 방향 B를 일정하게 설정하 다.

본 과업을 통하여 와이어로 의 인장력  허용하

을 측정함으로써 사고의 험성을 낮추며 RPSD시

스템의 간격에 따른 분할구조에 맞춰 제조하여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며 신속하여 공사가 진행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Ⅲ. 계산결과  고찰

3.1 와이어 체결 방법에 따른 분석

그림 4, 5와 6은 3가지 체결 조건으로 ∅mm, 

L=2000mm, A=9.8m/s2, B=600N(60Kg*9.8m/s2)로 설

정하여 각자 Mash를 분할 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4. 양끝이 고정되어있는 와이어 
Fig. 4 The wires are connected both ends

그림 5. 활차를 통해 양끝이 고정되어있는 와이어 
Fig. 5 The wires are connected by pulley

그림 6. 다수의 활차를 통해 양끝이 고정되어있는 
와이어

Fig. 6 The wires are connected by many pulleys

그림 4, 5, 6은 각각 체결방법에 따라 Mash값을 구

한결과 Elements의 값은 각각 440, 2547, 6424로 분할

되었다.

3.2 와이어 종류에 따른 변형율 측정

각 체결 와이어의 종류에 따른 변형률을 측정하기 

해 와이어의 지름별 인장력을 측정하 다. 그림 7의 

a,b,c는 와이어의 지름이 각각 ∅∅∅mm 일 때  

L=2000mm, B=600N으로 해석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

이다.

  

(a)                        (b)

(c)

그림 7. 1선 양끝 고정시 와이어 지름의 변화에 따른 
해석

Fig. 7 The analysis of change of wire diameter when 
it connected both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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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a는 1선지지 앙에 하 이 6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 88mm 휨 상이 발생하 고, b 35mm, 

c 17mm로 처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그림 8. 활차를 통해 양끝 고정시 와이어 종류에 따른 

해석
Fig. 8 The analysis of wire type connected both ends 

using pulley.

그림 8의 a는 앙에 하 이 6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 43mm 처짐 상이 발생하 고, b는 17.18mm, c

는 8.71mm의 처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그림 9. 다수 활차를 통해 양끝 고정시 와이어 종류에 
따른 해석

Fig. 9 The analysis of wire type connected both ends 
using many pulley.

그림 9의 a는 앙에 하 이 6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 8.3mm 처짐 상이 발생하 고, b 19.31mm, c 

4.2mm의 처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와이어에 가하는 하 에 따른 변형률 측정

각 체결 와이어에 가해는 하 에 따른 변형률을 측

정하기 해 ∅의 와이어를 600N, 900N, 1200N, 

1500N의 하 을 선지지 앙에 가하여 와이어의 변

형률을 해석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0과 그림 11, 그림 12에서의 각 조건은 ∅, 

L=2000mm, A=9.8m/s2, B=600N(a), 900N(b), 

1200N(c), 1500N(d)로 설정하여 각자 모델링 해석을 

나타낸 그림이다.

 

(a)                      (b)

 

(c)                      (d)

그림 10. 1선 양끝 고정시 하 별 와이어의 변형률 
해석

Fig. 10 The analysis of single wire strain per load 
when it connected both ends.

그림 10의 a는 1선지지 앙에 하 이 600N의 힘

이 작용한 결과 88mm 휨 상이 발생하 고, b는 

9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 132mm, c는 12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 176mm, d는 15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 

220mm로 처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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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1. 활차를 통해 양끝 고정시 하 별 와이어 
변형률 해석

Fig. 11 The analysis of wire strain per load when it 
connected both ends using pulley.

그림 11의 a는 와이어 앙에 하 이 6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 43mm 휨 상이 발생하 고, b는 900N

의 힘이 작용한 결과 65mm, c는 1200N의 힘이 작용

한 결과 86mm, d는 15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 

108mm로 처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d)

그림 12. 다수의 활차를 통해 양끝 고정시 하 별 
와이어 변형률 해석

Fig. 12 The analysis of wire strain per load when it 
connected both ends using many pulley.

그림 12의 a는 와이어 앙에 하 이 6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 19mm 휨 상이 발생하 고, b는 900N

의 힘이 작용한 결과 28mm, c는 1200N의 힘이 작용

한 결과 38mm, d는 1500N의 힘이 작용한 결과48mm

로 처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하 별 와이어크기가 변화하 을 때 
와이어 체결에 따른 변형률

Table. 1 The wire type strain when it change the size 
of each wire.

종류별

체결별
4mm 5mm 6mm

양끝고정

식

600N 88mm 35mm 17mm

900N 132mm 52mm 26mm

1200N 176mm 70mm 35mm

1500N 220mm 87mm 44mm

활차를 

통한 

양끝고정

식

600N 43mm 17mm 8mm

900N 65mm 25mm 13mm

1200N 86mm 34mm 17mm

1500N 108mm 42mm 21mm

3단활치

이용 

양끝고정

식

600N 19mm 8mm 4mm

900N 28mm 12mm 6mm

1200N 38mm 16mm 8mm

1500N 48mm 20mm 10mm

표 1은 와이어크기  각각의 하 을 가하 을 때 

와이어 체결에 따른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양끝고

정식의 경우는 직경이 클수록 변형률이 으며 다수

의 활차구성시 변형률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RPSD에 설치된 양끝고정, 활차고정, 다

수활차고정 와이어로  체결방법에 따른 강도 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일정한 하 작용시 양끝고정인 경우보다 활차고정, 

다수활차고정식인경우가 가장 처짐이 게 나타났으

며 두경우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이어지름별에 따른 처짐도 ∅mm인 경우가 4.83mm

의 처짐이 가장 게 나타나나 활차고정과 다수활차

고정간에는 하 작용시와도 마찬가지로 처짐변형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향후 이 논문은 와이어로  변

량을 측정하거나 안 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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