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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으며 스크린도어에는 장애물 검

지를 해 Area센서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먼지, 햇빛, , 벌  등으로 인한 스크린도어의 빈번한 동작오

류가 원활한 열차운행을 방해하고 있어 장애물 감지 센서의 동작오류 감소와 장애물 검지 기능을 고도화하기 

한 체 검지기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 문양역에 시범운  인 로 타입 상하개폐식 스크

린도어에 Area센서와 장애물검지 다 공간분할 검지알고리즘을 용한 3D센서를 설치하여 검지 데이터를 수

집하고 CCTV를 이용한 상데이터 독결과를 비교하 다. 3D 센서의 장애물 검지율은 약 86.91%로 Area센

서의 약 78.88% 비 장애물 검지율이 6.87∼9.79%가 더 높아 설치비용의 감과 검지성능을 개선한 3D 센서

의 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A subway platform is equipped with screen doors in oder to avoid accidents of passengers, where Area sensors are installed for 

detecting obstacles in the screen doors. However, there exist frequent operating errors in screen doors due to dusts, sunlight, snow, 

and bugs. It is required to develope a detection device which reduces errors and elaborates detection function.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detection rates of the Area sensor the 3D sensor using CCTV-based image data with installing sensors at the screen 

door in Munyang station Daegu, where 3D sensor is applied with the space division multiple detection algorithms. It is measured that 

the detection rate of 3D sensor and Area sensor is approximately 89.61% and 78.88%, respectively. The results confirmed that 3D 

senor has higher detection rate compared with Area sensor with the rate of 6.87~9.79%, and 3D sensor has benefit in the aspect of 

installatio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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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 이후 철도 승강장 안 시설이 없는 승강장

에서 추락사고  자살 등의 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

다. 이를 방지하기 하여 승강장 연단에 차단벽을 설

치하고 동차가 지정된 치에 멈추면 차량 출입문

과 차단벽 문이 동시에 열리는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설치하 다.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승강장과 선로부를 

차단함으로써 승객의 안 과 승강장 환경개선  에

지 감 효과가 있다. 이 시스템  장애물 센서는 

스크린도어와 동차 사이에 승객 존재여부 등을 검

지하여 스크린도어가 안 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

는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장애물 검지 Area센서는 

먼지, 햇빛, , 벌  등으로 인하여동작 오류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효율을 

하시키고 있다[1-7].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크린도

어에 장애물 검지 센서의 단 을 보완한 다 공간분

할 검지 알고리즘이 용된 장애물 검지 3D센서를 

구 문양역에 설치하여 기존 장애물 검지 Area센서와 

3D센서 간 검지율을 평가하 다[8-11]. II장에서는 데

이터 수집을 하여 3D센서 설치 방법과 데이터 분석

방법을 기술하 으며 III장에서는 검지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 다. VI장에서는 검지분석결과를 토

로 장애물 검지 Area센서와 3D센서 간 검지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하 다.

Ⅱ. 데이터 수집방법

장 용 시험은 상하개폐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운

하고 있는 구 문양역에 장애물 감지 3D센서와 

CCTV를 추가 설치하고 `15.01.30부터 `15.02.11까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운 하 다. 데이터 수집 시간

은 열차가 운행하는 오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1

 간격으로 총 841,178개의 3D센서  Area센서 검

지 데이터를 수집하 고 해당 기간 동안 검지 기 값 

생성을 한 상데이터를 수집하 다.

2.1 시험계획

그림 1은 스크린 도어에서 장애물 검지 3D센서의 

설치 치를 나타낸다. 

그림 1. 수직/수평 설치 방식 비교
Fig. 1 Vertical / horizontal installation method 

comparison

표 1은 장애물 검지 3D센서의 검지 역 검증을 

하여 승강장  선로 측에서 100mm 간격으로 치를 

표시하고 음료수캔(∅50x120mm)을 이용하여 상 장

애물 검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이다. 이때 장애물 검지 

3D센서의 검지 방향은 수직과 수평인 경우 나 어 평

가를 하 으며 두 방향 모두 검지결과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 다. 설치 치에 따른 성능차이는 없었으

나 동차  이용객 등에 의해 손 가능성을 고려

하여 수직방향에 설치를 하 다.

표 1. 3D센서 장애물 검지 가능 거리
Table 1. 3D sensor allows obstacle detection distance

The distance 
between the 
train and the 

PSD

500mm

Obstacle 
detection 
distance

5m 10m 15m 20m

Horizontal 
installation O O O O

Vertical 
installation

O O O O

그림 2는 시험을 한 센서를 설치한 구성도를 나

타내며 선로 측과 승강장 측에 3D센서를 각 1개씩 

설치하 다. 한, CCTV를 통한 상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고 감지데이터 

수신과 변환, 상 데이터 촬   백업, 원격제어 등

을 해 함체를 구성하여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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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험 환경 구성
Fig. 2 Test environment configuration

그림 3에서는 성능비교를 한 각 센서의 구성을 

나타낸다. 3D센서 컨트롤러에서 Area센서와 3D센서

를 감지하고 데이터 제어  수신하며, 검지 데이터 

분석  로그(Log)데이터를 변환한다. 이때 두 가지 

센서의 장애물검지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해 추

가 설치한 상촬  데이터를 활용하 다.

그림 3. 성능 비교를 한 각 센서구성
Fig. 3 Performance comparison equipment 

configurations for each sensors

2.2 데이터 분석 방법

센서의 검지율은 3D센서의 감지범 를 열차와 안

선 사이까지 확장하여 운 함으로써 실제 장애물이 

열차와 안 선 사이에 존재할 경우를 고려하여  분석

하 다. 그림 4에 나타낸 것 처럼 3D센서와 Area센서 

검지 로그(Log)데이터는 날짜, 시간, 센서구분, 검지

역으로 데이터 간 매칭을 하 으며 상 데이터는 1

시간 단 로 독하여 실제 장애물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 존재 할 경우 1, 존재하지 않을 경우 0으로 구분

하여 엑셀 시트에 기록하 다. 

 

그림 4. 이미지데이터와 로그데이터 1:1 비교
Fig. 4 Image data and the log data 1:1 verification 

평가 방법은 상 독에서 장애물이 있었던 시간을 

당 개수로 산출하여 검지 수(n)를 산출하 으며 장

애물 검지 센서는 검지시간(sec)을 검지 수(n)로 간주

하 다. 검지 수의 결과 분석방법은 상 독결과와 

3D센서 검지 결과   상 독결과와 Area센서의 

검지 결과를 각각 교차 분석하 고 3D센서 장애물 검

지율과 Area 센서 장애물 검지율을 비율차 검정을 유

의수  5%이하에서 실시하 다. 한 센서 별 장애물 

미발생 기시간과 장애물 발생 검지율을 분석하기 

한 정분류율 (CCR : Correct Classification Rate), 

장애물 검지 시 검지율을 분석한 민감도(Sensitivity), 

장애물 미발생 시 기시간 동안의 특이도

(Specificity)1)를 함께 제시하 다. 장애물 검지 센서

의 장애물 검지비율(특이도)은 열차 운행 시간에 반

비례하여 배차 간격이 클수록 검지 확률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정분류율과 특이도가 과 추정 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언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검

1) 센서 검지 기시간이 실험환경에 의하여 센서 장애물 검지시

간 보다 커 이를 보정하기 하여 센서 검지 기시간 데이터를 

표본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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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건수와 응하는 데이터를  층화-단순임의추출법

(Stratified-Simple Random Sampling)으로 임밸런스 

데이터 셋을 구성하여 정분류율과 특이도를 평가하

다[12].

Ⅲ. 검지 데이터 분석 결과

 장애물 검지 분석을 하여 상 독결과와 3D

센서  Area센서 검지건수를 각각 교차 분석한 결과

가 표 2에 나타나있다. 3D센서는 8,114건  7,052건

을 검지하여 86.91%의 검지율을 보인 반면 Area센서

는 6,400건을 검지하여 78.88%의 검지율을 보 다. 표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 독결과와 센서 검

지결과 간 계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001

보다 작아 두 가지 센서 모두 상 독결과와 통계

으로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표 2. 상 독과 센서 장애물 검지율 평가
Table 2. Video Analysis and sensors obstacle 

detection rate of assessment

Data 
sets
(n)

type
Normal 
condition
(%)

obstacle 
Detection
(%)

p-value 
†

Unbala
nce

(841,178)

Video 
image

8,114
(100)

8,114
(100) -

3D 
sensor

1,062
(13.09)

7,052
(86.91)

<.0001

Area 
sensor

1,714
(21.12)

6,400
(78.88)

<.0001

Imbalan
ced

(16,619)

Video 
image

8,114
(100)

8,114
(100) -

3D 
sensor

1,062
(13.09)

7,052
(86.91) <.0001

Area 
sensor

1,714
(21.12)

6,400
(78.88)

<.0001

†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표 3은 센서별 검지율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장애

물 미발생 기시간과 장애물 발생 검지를 분석하기 

해 정분류율을 비교한 결과 언밸런스 데이터 셋에

서는 3D센서가 99.87%로 Area센서 99.75%보다 약 

0.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밸런스 데이터 셋에

서는 3D센서가 93.61%로 Area센서 85.15%보다 약 

8.46%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물 검지시 검지율의 민

감도는 3D센서가 86.91%로 Area센서 78.88% 보다 

약 8.03% 높았으며 특이도는 임밸런스 데이터 셋에서 

3D센서가 100%, Area센서가 90.89%이었다. 장애물 

미발생 시 기 시간 동안의 3D센서의 특이도가 

100%인 것은 해당 기간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감지한 경우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Area센서는 

`15.02.11 11:05:49부터 약 7분간 오작동이 발생되어 

특이도 90.89%를 나타냈다.

표 3. 센서별 검지율 평가
Table 3. sensors detection rate of assessment

Data 
sets
(n)

type
CCR(%)

†
Sensitivity 

(%)
Specificity 
(%)

Unbala
nce

(841,178)

3D 
sensor 99.87 86.91 100.0

Area 
sensor

99.75 78.88 99.90

Imbalan
ced

(16,619)

3D 
sensor 93.61 86.91 100.0

Area 
sensor

85.15 78.88 90.89

† Correct Classification Rate.

  

표4은 센서 간 검지율의 차이를 나타낸다). 3D센서

의 장애물 검지율 86.91%와 Area센서 검지율 78.88%

을 비교한 결과 p-값이 0.0001보다 작아 3D센서의 검

지율이 약 8.03% 더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두 센

서의 장애물 검지율 차이에 한 95% 신뢰구간이 하

한 6.87%에서 상한 9.19%로 3D센서가 Area센서보다 

검지율이 95% 신뢰수  하에서 평균 으로 6.87∼

9.19%가 더 높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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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센서 간 검지율 차이 비교 
Table 4.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nsor 

detection rate

Actual  
Object(n)

Obstacle 
Detection
(8,114)

Unbalance
(841,178)

Imbalanced
(16,619)

3D 
sensor
(%)

7,052 
(86.91)

839,024 
(99.87)

14,563 
(93.61)

Area 
sensor
(%)

6,400 
(78.88)

836,961 
(99.75)

12,347 
(85.15)

Difference
(95% C.I)

8.03 
(6.87 - 9.19)

0.12 
(0.11 - 0.13)

8.46 
(7.77 – 

9.15)

S.E† 0.5912 0.0067 0.3534

p-value‡ <.00001 <.00001 <.00001

† Standard Error
‡ Calculated by two-sample t-test.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도어에서 3D센서와 Area센서

의 검지율을 비교하 다. 3D센서와 Area센서의 장애

물 검지율은 선로 측과 승강장 측 모두 3D센서가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하게 검지 범 만으로도 

비교가 가능한데 상하개폐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규격

에 한정된 Area센서의 경우 설치 치가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선로 측은 Area센서보다 열차에 가깝고, 

승강장 측은 Area센서보다 안 선 가까이 검지 범

를 설정할 수 있어 Area센서에서 감지 못하는 치의 

안 선을 침범한 장애물은 3D센서만이 감지할 수 있

다. 재 상하개폐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규격에 한정

된 Area설치 치의 한계 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3D센서의 검지율이 높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시험 결과 Area센서의 치상 충분히 감지 될 수 있

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D센서의 경우 장애물 검지율이 

86.91% 이었으며, Area센서 비 장애물 검지율이 

95% 신뢰 수 하에서 평균 으로 6.87∼9.19%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장애물 검지 결과를 기반으

로 재 1개의 스크린도어에 설치되는 Area센서가 8

개인 반면 3D센서를 2개를 설치하여 더 나은 검지성

능과 설치 구축비용을 감하여 승강장의 승객 안

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3D센

서와 Area센서가 실외시설물인 을 감안하여 외부환

경요인변화에 따른 센서 오작동을 포함한 평가가 고

려되어야 하며 사계 의 변화에 따른 신뢰성  검지

율 측정을 한 국내외의 다양한 구축사이트를 통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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