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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cal flow estimation based on multi constraint approaches is frequently used for recognition 

of moving objects. This paper proposed the method to monitor passenger boarding using image 

processing when a train is operated based on Automatic Train Operation(ATO). The movement 

of passenger can be detected to compare two images, one is a basic image and another is 

immediately captured by CCTV. Optical Flow helps to find the movement of passenger when 

two images are compared.

 The movement of passenger is one of important informations for ATO system because it 

needs to decide door status.  

국문요약

다제약 접근기반 Optical Flow 평가기술이 이동 물체의 인식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열차의 자동 운전 중 플랫폼에서 승객의 탑승시도를 영상인식을 통해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CCTV를 통하여 입력된 영상을 차영상을 통하여 영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

하는 영상에 대하여 Optical Flow를 수행, 영상에서 승객의 이동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플랫

폼에 사람이 없을 때의 영상과 사람이 이동 중인 영상을 비교하면 사람이 이동한 부분에 대한 

차 영상을 추출할 수 있다. 추출된 영상을 통하여 Edge검출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사람 형상이 추출이 되고, 추출된 사람 형상의 개수와 무게 중심을 저장한다. 추출된 사람 

형상과 다음 영상의 사람 형상의 Optical Flow를 수행하면 이동 거리만큼 사람 형상의 이동 방

향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동성이 파악된 사람의 이동 방향이 선로 방향으로 가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CCTV의 방향은 열차의 선로에 수직한 방향을 촬영하여 화면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열차

가 위치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CTBC 신호시스템에서 열차가 자동운전 할 경우 사람의 이동방향을 파악하

여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의 유무를 파악, 열차의 출입구 개폐에 이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

과 플랫폼에 대기 중인 정확한 승객의 수는 확인이 어려웠지만 탑승 시도 여부는 확인 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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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도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열차운전시격의 단축 및 운행관리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을 이용한 열차제어(CBTC :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시

스템이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CBTC는 기존의 궤도회로 대신에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열차를 제어하는 방식으로써 많은 장점들이 있다. 또한 CTBC방식을 이용함으

로써 무인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무인 운전을 위해서는 열차 출입문 개폐를 무인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외부 장치

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는 열차가 출발할 때가 되면 열차의 출입문을 닫고, 출발을 시도

한다. 만약 열차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면, 문을 다시 열고 닫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출

입문을  개폐하게 되면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무한히 반복하여 열차의 출입문 개폐를 반

복할 수 없다.

따라서 열차의 출입문을 제어하기 위하여 영상으로 승객의 움직임을 차영상, 모폴로지, Edge

추출 그리고 optical flow를 이용하여 감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문

2.1 승객 인식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승객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다.

탑승 플랫폼에 설치된 CCTV는 선로의 방향과 수직하게 놓여진다. 그림 1은 선로와 수직한 방

향으로 촬영된 영상이다.

그림 1. 선로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CCTV의 영상(출처 : Madrid역 CCTV)

CCTV는 제안된 시스템에 연결되어 초당 10프레임 이상의 속도로 영상정보를 전달한다. 전달

된 정보는 프레임 그래버를 통하여 시스템에 연결된다. 입력된 영상은 흑백으로 변환된 후 

Optical Flow를 통하여 이전 영상과 현재 영상 사이의 차이점에서 물체의 방향성을 계산한다. 

Optical Flow를 통하여 물체들의 움직임이 파악되었다. 그림 2는 Optical Flow를 적용하여 Lena

사진 위에 움직이는 체스 판의 방향성을 계산한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체스 판이 회전하는 방향

으로 녹색의 점에서 이동한 만큼이 선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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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ena 사진위의 움직이는 체스 판에 Optical Flow를 적용한 모습

하지만 전체 영상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승객마다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승객을 구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승객을 구분하는 과정은 추가의 과정을 수행한 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영상을 침식 팽창과정을 거쳐 승객을 단순화 시킨다. 그림 3은 Morphology를 통하여 단순화된 

사진이다. 

그림 3. Morphology기법을 통하여 단순화 된 사진

Morphology기법을 통하여 단순화 된 사진에 Edge추출 기법을 적용하여 Edge를 추출하면 단

순화된 물체의 경계를 통하여 물체의 외곽을 구할 수 있다. 그림 4는 Edge추출을 적용한 그림이

다. 그림을 보면 녹색으로 경계부분이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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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계가 추출된 사진

Morphology를 적용한 다음 Edge를 경계를 이용하여 덩어리들의 무게중심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무게중심과 경계를 이용하여 처음에 구해진 이동성을 확인한다. 같은 덩어리 내

의 이동성은 모두 합해지고, 평균을 구한다. 그리고 난 뒤 평균을 이용하여 무게중심에서 이동한 

값을 적용시키면 물체가 이동하는 이동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구해진 이동성과 물체의 위치를 이용하여 열차의 탑승 구역으로 진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된 결과를 토대로 열차 출입문 개폐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영상을 통하여 플랫폼 내의 승객의 이동성 확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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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하여 Madrid 역의 플랫폼 CCTV 영상을 통하여 실험

하였다. 

구현에 사용한 언어는 Python을 이용하였고, 영상처리용 라이브러리로 OpenCV, 수치 관련 해

석을 위하여 NumPy를 이용하였다. 구현을 위하여 Python을 이용한 이유는 사용하기 쉽고, 수치

연산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라이브러리가 풍부하여 알고리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은 Python, OpenCV 그리고 Numpy를 이용하여 구현된 Edge추출 프로그램이다.

  

그림 6. Python으로 구현된 Edge추출 프로그램

아래 그림 7은 이동성 판단을 위해 촬영된 영상 중에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이다. 왼쪽 

그림의 빨간색 네모를 보면 사람이 이동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사진으로 논문에 표현

하기 위하여 파란색의 네모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지만 이동성은 판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접한 픽셀에 비슷한 색상이 없기 때문이다. 연속적인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문

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7. 이동성 확인에 사용될 2장의 사진

2장의 사진을 통하여 Optical Flow를 적용하게 되면 그림 8과 같이 녹색 선을 통하여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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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 선을 보면 이동성이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Optical Flow를 통하여 방향성이 올바르게 표시

침식팽창과 Edge추출을 적용하게 되면 그림 9와 같이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계와 무

게 중심을 구할 때 이동성 유무를 통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경계가 넓게 표시되었지

만 실제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위의 작은 덩어리로 인식하게 된다.

그림 9. 경계가 구해진 사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CCTV를 통하여 승객의 이동성을 파악하여 열차에 출입문을 제어시

점에 승객의 탑승 시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0은 탑승 시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

용할 사진이다. 결과를 보면 위의 승객은 (294,34)의 위치에서 왼쪽으로 5만큼 아래쪽으로 12만

큼의 이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으로 보면 위쪽 빨간색 점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선의 

길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Python을 이용하여 개발되어 최적화가 되

어있지 않았지만(Python은 Matlab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로써 C, C++과 같은 Native언어에 비

해　성능이 좋지 못함) 연산에 필요한 시간이 Intel I5 2.5GHz, 4GB Ram에서 10ms이하가 소요

되었다. 이것은 30프레임 영상이 입력되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였다. 또한 C나 C++같은 

Native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게 된다면 연산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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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승객 탑승 여부에 사용될 데이터가 표시된 사진

3.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영상을 통하여 승객의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

의 역사에서는 위와 같이 선로에 수직한 방향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PC만 추가한

다면 본 논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속도를 포함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PSD

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승객의 자살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열차에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도 있다.

참고문헌

1. K. Prazdny, "On the information in optical flow", Computer Vision Graphics Image Process, 

23, pp239~259, 1983

2. M. J. Black, "Combining intensity and motion for incremental segmentation and tracking over 

long image sequence", Proc. ECCV'92, pp.485~493, 1992

3. 박봉균, 원대연, 허성식, 탁민제, "도심환경에서 Optical Flow를 이용한 무인항공기의 장애

물 회피," 제어자동화시스템 심포지엄, pp.30-33, 서울 COEX, 2008

4. Bradski,G. and Kaehler,A. "Learing OpenCV,", pp.435~444, O'Reily Media, 2008

5. 김종기, 최규형, 이기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를 위한 통신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9권 제3호, pp.257~263, 2006

6. 양찬석, 임재식, 엄정규, 한재문, 방융, 김형훈, "ERTMS/ETCS 기반의 CBTC 시스템 기본

설계",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age(s): 625-628, 2007 

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