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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재난 전조 예측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Predictive Models for Subway Disaster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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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 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하철 재난 조기경보 및 승객 대피를 위한 재난전조 시스템 개발 연구가 이미 선

행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역에 설치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난을 신속 하게 감지하기 위한 후속 연구

이다. 특히, 본 연구는 초기 시스템 구축 시 센서의 설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기

반으로 통계적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핵심용어 지하철 시설물, 재난전조, 마할라노비스 거리

ABSTRACT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subway disaster detection system that discovers

the disaster early warning of the subway station disaster and the evacuation to the passengers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This paper as a follow-up study analyzes the sensor data installed in the station in real time to quickly detect the disaster. In

particular, we developed a statistical methodology based on the Mahalanobis distance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sensor during initial syste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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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oT를 방재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진

행되면서, 다양한 방재용 센서들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다. 화재 감시를 위한 온도 센서 및 O2, CO2, VOC 등을

감지하는 센서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출

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센서들은 그 가격 및 성능에

따라서 기대되는 정확도에 차이가 있고, 센서가 설치되는

장소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센서 데이터에는 일반적

으로 화이트 노이즈 및 비화이트 노이즈가 포함이 되며, 이

러한 노이즈들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방

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노이즈를 원활하게 제거하는 것이

센서 데이터 해석 및 정확도 도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가 된다. 또한 센서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센서의 정상범

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 전조 시스템 개발에 있

어서 센서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 및 센서의 설치 환경에 따

른 임계치 설정이 재난 전조 예측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

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전조 감지 시스템에 있어서 센서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와 임계치 설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론 도출을 연구목표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센서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기 위

한 노이즈 제거 기법으로 이동평균법, 칼만 필터 등의 방법

이 있다(여운경, 2007). 이동평균법은 자료 x1, x2, x3, …

xn 이 시간 순으로 관측될 때 특정 시점 t에서 k개의 데이터

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1)

이동평균법은 각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단순 이동 평균법(simple moving average)과 가중

이동 평균법(weighted moving average)으로 나뉠 수 있다.

단순 이동 평균은 각 시점의 값을 전체 데이터의 값으로 나

눈 것으로 단순 이동 편균은 모든 시점에 있어서 가중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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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1로 설정이 된다.

SMA = (2)

가중 이동 평균은 현재의 값에 가중치를 조금 더 주는 방

법으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과거의 값일 경우에 가중치가

적게 적용이 되도록 하며, 가중치에 따라서 단순 가중 이동

평균과 지수 이동 평균(exponential moving average)로 나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들

수 있다. 칼만 필더는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필터링 방법은 시계열 데이터에 있어서 필요하

지만, 대부분 노이즈가 일정범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센서 데이터가 실제로 어

떠한 값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장에서 수집한 센서 데이터의 분

석하였다.

2. 센서 데이터 분석

지하철 재난 전조 시스템을 구축 후 일정 기간 동안 현장에

센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정 기간동안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센서 종류에는 일산화탄소, 습도, 시안화수소,

기압, 산소, 섭씨온도, 이산화실소 등 지하철 역사에 화재

나 가스 누출 등의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 각 센서들은 센서 타이프 별로 다른 데이터

패턴을 나타낸다. 온도와 같이 하루단위의 패턴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기상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는 습도 및 이산

화질소와 기압과 같이 정상상태에서 항상 일정한 패턴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패턴의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

적으로 시계열 분석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분리한 후에 데이터에 내재된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세스

를 거치게 되며, 재난 전조 감지에서는 이렇게 처리된 값이

사전에 설정된 임계값 즉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재

난 발생 상황으로 인지하고 경고를 울리도록 구축되어 있

wtxt wt 1–
xt 1–

… wt k– 1–
xt k– 1–

+ + +( )/k

Fig. 1. Collecting data of subway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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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현장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

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실제 현장의 센서 데

이터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1의 센서 데이터는 본

연구를 위해서 일정 기간 현장에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하

고,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

를 나타내고 있다. 총 18개의 복합센서 디바이스 중에서 정

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센서들의 시계열 데이터를 가

시화하고 있으며, 데이터에는 현장 설치 후 테스트 및 초기

세팅 등으로 인한 값의 변동 등을 필터링하지 않은 로데이

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왼쪽은 전체 기간의 센서 데

이터를 나타내며, 오른쪽은 그 중 일부를 확대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데이터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센서 데이터는 센서 종류에 따라서 다른 패턴을 보여

Fig.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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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초기에 센서 감도 테스트에

서 값이 급격하게 변동한 이후로 테스트 기간동안 항상 일

정한 값의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단순한 패턴

을 나타내고 있다. 습도는 변화가 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

는데, 기상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시안화수소도 일산화탄소와 같이 안정된 패턴을 보여

주고 있으며, 기압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나, 센서의 기계

적 한계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이상치(outlier)를 보여주는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소의 경우에도 안

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오작동을 일

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온도의 경우에는 습도와 동일

하게 복잡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기압이나 산소와 같

은 오작동의 패턴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1의 실데이터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가 센서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었으며,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에

는 다양한 오작동의 결과로 인한 이상치(outlier) 들이 들어

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센서 임계치 설정을 위한 방법론

센서의 성능에 따른 오차 발생 및 이상치 포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재난 전조 감지를 위해서 주어

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우선 큰 범위 내에서 각 센서 별로 학문적으로 알려

진 안전한 범위를 임계치로 설정하였다. 산소의 경우 적정

산소 농도는 18%~23.5% 이며, 18% 미만인 경우 산소결핍

이 발생하며, 16% 이하인 경우 빈맥, 빈호흡, 구토 및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또한 10% 이하의 경우 의식 상실

및 경련과 혈압강화, 서맥을 초래한다. 반대로 사소 농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발화가 쉽게 발생하여, 마찰에 의한

정전기 등의 발생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공기중에서 적정 농도량은 0.1 ppm

이하로 70%(0.7 ppm)까지 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하

시안화수소 등의 안전범위는 표 1과 같다.

위의 임계치는 재난전조 감지 모델에서 초기에 축적된

센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 혹은 정상범위 내의 센서 데이터

의 학습에 의한 임계치 설정이 잘못된 경우에 이를 보완하

기 위한 임계치로서 절대 임계치의 역할을 한다. 뒤에 설명

할 자가학습에 의한 학습 임계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

우에 백업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

서든지 각 센서가 안전범위 임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재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경고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센서 데이터는 안전 범

위 임계치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상치에 의해서 의도

하지 않은 값을 포함하기도 하며, 이는 경보 시스템의 오작

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일반적인

안전 범위 임계치 이외에 실제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를 기반으로 데이터 범위를 자가학습적으로 결정하는 방

법론으로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센서 데이터의 정

상범위 임계치 설정 방법을 재난전조 감지 모델에 추가적

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오작동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재난

전조 감지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센서 데이터 

임계치 설정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어떤 데이터 집단에 있어서 특정

값과 평균과의 거리가 표준편차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

내는 값으로서 결국 평균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집단을 가우스 분포로 가정을 했을 때

마할라노비스 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운 값이 되고 마

할라노비스 값이 클수록 분포의 끝단에 위치하는 이상치

(outlier)에 가깝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유무를 판단하는 모델을 작성하였다.

데이터가 모수적일 때 즉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실시간

으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는 결국에는 가우스 분포를 이

루게 되며, 이 분포에서 적당히 마할라노비스 값을 설정함

에 따라서 정상 범위와 비정상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실측값/평균값)/표준편차로 간단

하게 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략 마할라노비스 거

리를 3으로 설정하여, 분포상에서 99.7%가 정상범위로 포

함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5. 재난전조 예측 시스템 구축

위에서 설명한 안전 범위 임계치와 학습범위 임계치를

Table 1. Safety range threshold per sensor

 Danger Safe

Oxygen Less than 18% or more than 23% 18% ~ 23%

Carbon monoxide Over 0.1ppm Less than 0.1 ppm 

Hydrogen cyanide Over 10ppm less than 10 ppm

Temperature  15.6 ~ 20

Humidity  4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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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이 재난전조 예측 시스템의 실시간

재난 감지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하였다. 시스템은 그림 3

의 재난전조 임계치 설정 화면에서 시스템에 구축된 센서

DB에서 각 센서 별로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안점

범위 임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이 값을 이전에 설정된

임계치와 비교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자가학습형 임계치 설정

방법의 장점은 각 센서의 성능 및 설치 장소의 특성 등을

필터링하는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각 센서 별로 들

어오는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스템이 운용이 되면서 센서 데이터가 축적

될수록 보다 정확한 임계치를 센서 별로 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Fig. 2. Disaster prediction real-time monitoring system screen

Fig. 3. Disaster prediction sensor threshold setting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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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구축한 재난 전조 예측 시

스템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

로 재난 전조를 감지할 수 있는 재난전조 예측 모델을 작성

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현업에서 축적되는 센서 데

이터는 센서의 종류, 정확도 및 설치 장소의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 그 값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상치(outlier)도 많

이 포함되어 있음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치들이 재난전조 예측에 영향을 주

지 않는 재난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해서 통계적 수법인 마할

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자가학습형 방법론을 재난전조

예측모델에 도입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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