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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 기  용을 한 국내 상기반 기술 분석

이상학
*

Analysis of the Domestic Vision based Technology for Railway Corporation 

Sang-Hak Lee*

요 약

국내 철도운 기 에서는 고속화 무인화에 따른 보다 효율 이고 더욱 스마트한 운 , 유지보수  리를 

한 시스템을 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반 기술을 국내 철도산업에 용한 지능형 운 , 유지

보수  리 시스템 개발을 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 시스템, 철도차량 유지보수, 그

리고 철도시설물 리를 한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상기반 기술을 사용한 국내 연구들을 분석

한다. 그리고 딥러닝 기술 등이 사용된 보다 강력한 상기반 기술을 용하여 철도운 기 에서 필요한 시스

템을 개발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Railway system has been unmanned and high-speedy. Korean railway corporations need a more effective and smarter system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So there are many theses that studied the intellig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system using vision based technologies for railway 

corporation. This paper analyzes domestic theses which studied the intelligent vision based system for railway safety, railway vehicle and facilities 

and proposes research which uses the more powerful vision based technology with deep-learning for railwa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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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IT 련 기술은 세계  수 으로 발

하 고, 그 에서 상기반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철도에서도 고속화  

무인화가 속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실에 그 동안 

상기반 기술의 철도산업에 용을 하여 많은 연

구가 되어 오고 있다.

철도산업에서 필요한 상기반 기술들은 크게 상

분석 기술과 상통신 기술이다. 철도역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기반 시스템들은 거의 상통신 

기술의 응용으로 단순 감시  장 기술이 용된 

감시카메라이다. 그러나 보다 스마트한 기능을 갖춘 

상기반 시스템을 한 연구에서는 거의 상분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철도운 기 에서는 상분석 기술 에서 상인식 

기술이 객체인식과 상황인식을 해서 재 많이 활용

되고 있다. 객체인식 기술은 상당한 수 에 있으며 

한 이 기술을 용한 스마트한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인식 기술은 객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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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비해서는 아직 기술 수 이 낮은 편이다.

상황인식을 이용한 상 화재감지시스템을 로 들

자면, 일반 인 규칙기반(Rule based) 기술을 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맞지 않는 돌발 상황

에는 오작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인식 뿐만 

아니라 객체인식에서도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모양도 

무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바로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사용한 

상인식 기술이다[1-2].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딥러

닝 기술이  산업에 걸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 철도운 기  용을 한 상기반 기술을 개

발하는데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딥러

닝 기술의 발 이 상인식 기술의 발 으로 이어진

다면 철도운 기  용을 한 상기반 시스템의 

개발은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다. 한편 철도운 기  

용을 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상기반 기술에 

한 연구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철도운 기 에서 

상기반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지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상기반 기술들을 철도운 기  어디서 

어떻게 용하기 하여 연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II장에서 철도승강장, 철도건 목, 그리고 철도역 

등에 한 철도안 시스템, III장에서 철도차량의 기

장치와 철도차량의 하부장치에 한 유지보수, IV장에

서 철도선로시설물과 철도터   경사면과 같은 시설

물 리 분야로 나 어 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내

용들 에서 표 인 연구에 하여 분석한다. 그리

고 V장에서 향후 철도운 기  용을 한 상기반 

기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철도안 시스템

2.1 철도승강장 감시시스템

철도운 기 에서는 철도승강장 감시시스템의 스마

트화를 가장 바라고 있는 실이다. 따라서 2000년

에 와서는 철도안  련 연구 에서 상당한 부분이 

상기반 철도승강장 감시시스템에 한 연구 다.

철도승강장에서 상되는 사고의 종류로는 승객 

는 열차진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선로 상으로 낙하, 

승객들의 승강장 안 선 침범, 열차출입문에 승객의 

끼임 등이 있다. 철도승강장 감시시스템은 이러한 사

고 상황을 승강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

여 자동 으로 인지하고 경고와 상을 계자들에게 

알려주고, 자동 으로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게 한다. 

한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정지하게 할 수도 

있고, 사고에 한 내용을 승강장에 있는 승객들에게 

방송을 내어보낼 수도 있다. 그림 1은 상기반 철도

승강장 감시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3].

그림 1. 상기반 철도승강장 감시시스템

Fig. 1 Vision based platform monitoring system

철도승강장에서의 사고를 감지하기 해서는 열차

의 상태 인지, 즉 재 승강장에 열차의 유무와 진출

입 상태가 요한 변수되기 때문에 이 한 폐쇄회로 

카메라의 상으로 단한다. 그리고 승강장으로 추락

이 발생한 치와 추락한 객체의 크기가 사고인지를 

한 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로부터 객체까

지의 거리  객체의 크기는 스테 오 카메라를 설치

하여 입력된 상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상기반 철도승강장 감시시스템은 승강

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입력

되고 있는 상을 통하여 움직임추정, 객체인식, 상황

인식 등과 같은 다양한 상분석 기술을 사용하고 있

다.

2.2 철도건 목 감시시스템

철도건 목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으로 입력되는 상 정보를 활용하여 철도건 목에 

지장물을 검지하는 철도건 목 지장물 상검지장치

에 한 연구가 많이 되었다[4-5]. 그림 2는 상기반 

철도건 목 감시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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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기반 철도건 목 감시시스템

Fig. 2 Vision based railway level crossing 

monitoring system

철도건 목 감시시스템은 건 목의 상황을 악하

여 건 목에 근하고 있는 열차로 송하고 열차의 

속도  치와 같은 정보를 열차로부터 받아서 건

목과 도로교통시스템으로 송한다.  건 목에 사람이

나 차량이 정지된 상태로 있다면 계속해서 감시를 하

면서 이러한 건 목의 상과 경보를 열차로 송하

여 기 사가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박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하게 할 수 있

다. 는 반 로 열차가 건 목에 근하고 있는 상황

을 도로교통시스템에 달하여 철도건 목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반 철도건 목 감시시스템은 건 목 근처에 

있는 건 목 시설물이 아닌 사람 는 차량의 검출과 

이동물체의 이동궤  분석 등을 통한 건 목 지장물 

검지에 상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2.3 철도역사 감시시스템

승객들의 이동  집도를 측정하여 보다 효률

인 철도역사의 설계  운용에 이용하고 있다. 철도승

강장, 엘리베이터와 에스컬 이터, 환승을 한 출입

구, 그리고 승객들을 한 서비스 시설들의 설치  

운용을 할 때, 보다 지능 으로 하기 하여 철도역사

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입력되는 상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되어 왔다. 승객들

의 움직임에 따른 움직임벡터와 승객들의 도를 

상정보로부터 추출하여 승객의 흐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간 별 승객들의 흐름  도도 

분석하여 각 시설물의 치와 운용에 응용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 내에서 테러  화재 등의 사건 발생 시

에 승객들의 움직임과 사건 발생의 치를 고려하여 

승객들의 피 유도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다[6].

한 철도역사와 같은 구조에는 연기  열 감지 

센서 주의 화재경보시스템은 화재 기 감지에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철도역사에 많이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실시간 상을 이용한 자동 

화재감시시스템에 한 연구가 많이 되어오고 있다.   

그림 3은 상기반 철도역사 화재 감시시스템의 구성

을 나타내고 있다[7].

그림 3. 상기반 철도역사 화재 감시시스템의 구성

Fig. 3 Vision based station fire monitoring system 

configuration

상기반 철도역사 화재 감시시스템은 연기감지 센

서와 더불어 폐쇄회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력된 

상으로부터 자동으로 불꽃 감지를 하는 시스템이다. 

연기 감지 센서에서 화재가 감지되는 시 은 이미 

형으로 화재가 커진 후이기 때문에 상으로부터 

기 화재로 인한 연기도 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 상기반 철도역사 화재 감시시스템은 화재

의 불꽃과 연기의 색깔, 움직임, 크기를 상으로 분

석하여 화재를 감지하고 화재로 단되면 역사 리

자, 철도 통합 제센터, 지역소방서 등등으로 화재의 

크기에 따라 자동 으로 통보하고 승객들에게 화재에 

한 안내방송을 자동으로 한다.

Ⅲ. 철도차량 유지보수

3.1 철도차량 기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의 기장치 에서 집 장치의 유지보수

는 일반 으로 차량기지에서 력을 차단하고 유지보

수 담당자가 차량 로 직  올라가서 으로 검을 

한다. 이러한 경우 안 사고  여러 가지의 문제 을 

가지고 있어 카메라를 설치하여 집 장치의 상을 

입력받아서 상기반 분석을 통하여 집 장치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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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

상기반 집 장치 유지보수 시스템은 집 장치인 

팬터그래  습 체의 마모상태를 카메라로 입력된 

상으로 분석하여 자동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상기반

으로 습 체의 마모도 측정은 팬터그래  측면에서 촬

한 상을 정면에서 촬 한 것처럼 하는 상원근변

환, 실제 축 으로 변환하는 단 보정, 팬터그래 의 

틀어짐과 습 체의 변형을 감지하기 한 상 치정

렬, 계측의 정 도를 높이기 한 상보간, 마지막으

로 측정시스템의 치가 실외에 치하기 때문에 조명

과 기후 등의  촬 환경에 향을 게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상복원 등의 상기반 기술을 사용한다.

그리고 철도차량의 배 반 등 기장치의 상태감시 

 정 진단을 하여 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철도차량의 배 반 등 

기장치의 내부에는 부품  배선이 많아서 고장부

  이상 여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상을 분석하여 각 부품들의 

온도분포를 보고 고장  이상여부를 단하는 상

기반 기장치 유지보수시스템이 연구되어 왔다[10].

 

3.2 철도차량 하부장치 유지보수

철도차량의 하부장치는 차륜, 차축, 동기, 그리고 

제동기 등의 장치들이 있으며, 이러한 하부장치들의 

형상을 검사하거나 발열 온도를 분석하면 이상 유무

를 별할 수 있다. 따라서 철도차량이 지나가는 궤도 

근처에 고속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

치하여 입력되는 상을 분석함으로써 결함 여부를 

발견하는 연구들이 있다. 그림 4는 상기반 철도차량 

하부장치 감시시스템의 구성과 차축의 발열상태  

차륜의 형상 상 측정을 나타내고 있다[11].

그림 4. 상기반 철도차량 하부장치 감시시스템
Fig. 4 Vision based train under unit monitoring system

차륜형상의 틀어짐 는 차량하부 장치의 균열을 

검사하기 하여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 한 상을 기

하학 으로 변환을 하고, 노이즈 필터링, 에지 추출,  

실제 축 으로 변환 등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단한

다. 그리고 차량 운행 시 이상이 있을 때 온도가 크게 

상승하는 동기와 제동기 등과 같은 차량 하부장치들

은 철도차량 하부장치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 한 상

으로부터 패턴인식 등의 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발

열 온도를 분석하여 결함이 있는 부분을 찾아낸다.

Ⅳ. 철도시설물 리

4.1 철도선로시설물 리

철도선로에 설치된 기, 신호, 통신  궤도 시설 

등의 유지 리를 한 장 검은 철도 노선이 워

낙 범 하고 설치장소가 고가구조물이거나 교각 등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철도선로시설

물 자동 검을 하여 특별 편성 열차에 카메라를 설

치하여 입력되는 상정보와 GPS 치정보를 동시에 

이용하여 문제가 있는 지 의 시설을 자동으로 검지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5는 철도 선로시설

물을 상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 검하는 시스

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12].

그림 5. 상기반 철도 선로시설물 검시스템
Fig. 5 Vision based track facilities inspection 

system

차선 상태 그리고 일과 침목 이음매 상태 등은 

기존의 모양에서 편 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단한다. 따라서 치정보와 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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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하여 각 시설물의 편  양을 측

정하여 선로시설물을 자동으로 검할 수 있다. 편  

양을 측정하기 해서는 각 부 의 기  상자료가 

갖추어져야 하고, 이동하면서 촬 한 상으로부터 각 

시설물의 상태를 추출하기 해서는 패턴인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분류한다. 분류된 시설물의  

기 상과 비교를 통하여 편  양을 측정한 후 임계 

수 을 넘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상으로 단한다.

  

4.2 철도노선 콘크리트 구조물 리

철도노선에 있는 터  붕괴와 경사면 낙석을 사  

는 사후 감지를 하는 방법으로 노선을 지나는 차량

에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붕괴 는 낙석 

가능성이 있는 곳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입

력된 상으로부터 자동 감지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철도노선 경사면 낙석감지 상기반 시스템은 낙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심 역으로 설정하고, 

심 역의 움직임이 선로 방향인가를 검사하고, 심

역 내의 선로 에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는가를 검지

하고, 그 물체가 움직임이 없이 일정시간 지속하면 낙

석으로 단하고 낙석경보를 제실로 송한다[13].

상기반 터  균열 감지시스템은 상분석 기술인 

경계검출기법을 사용하여 터  벽면을 촬 한 상으

로부터 균열을 검지한다. 그리고 균열이 발견된 상

은 치정보와 함께 장이 되고, 균열의 분석을 하

여 잡음제거  명암 비 확장 등의 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균열의 두께를 측정하여 터 의 붕괴를 사

 검지한다[14].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운 기  용을 한 상기

반 기술의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철도안 시

스템 분야에서는 철도승강장의 안 을 한 감시시스

템, 철도건 목 사고 방을 한 감시시스템, 그리고 

철도역사에서 안   편의를 한 감시시스템을 더

욱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상기반 기술을 이용

한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들을 분석하 다. 

철도안 시스템 분야는 상통신  상분석 기술 

등 상기반 기술  분야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으

며, 특히 상황인식 기술을 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앞으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상기반 기술을 

용하면 더욱 강력한 철도안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와 철도시설물 리 분야에

서는 철도차량의 집 장치와 같은 기장치들과 차륜, 

차축, 그리고 제동기 등과 같은 하부장치들의 유지보

수와 그리고 철도선로에 설치된 기  궤도 시설과 

철도 터   경사면과 같은 철도시설물 리를 하

여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상을 통하여 유지보수  

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를 분석

하 다. 이들 분야에서는 상 입력을 한 주변 환경

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서 객체인식이 부정확한 경우

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의 향을 

게 받는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지보수  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운 기 의 많

은 분야에서 효율 이고 강력한 운 과 유지보수  

리를 한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반 기술이 국내 철도산업 

발 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

로 생각된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17년도 동양 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References

 [1] Y. Kim, S. Park, and D. Kim, “Research on 

Robust Face Recognition against Lighting 

Variation using CN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no. 2, 2017, pp. 325-330.

 [2] S. Bang, “Implementation of Image based Fire 

Detection System Us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no. 2, 2017, 

pp. 331-336.



JKIECS, vol. 13, no. 02, 457-462, 2018

462

 [3] S. Oh, Y. Yoon, and Y. Kim, “Development 

of a Vision based Railway Platform 

Safeguard,” In Proc. 9th World Congress on 

Railway Research, Lille, France, May 2011, p. 

10.

 [4] H. Lim, H. Yoon, C. Kim, D. Ryu, H. Cho, 

and K. Lee, “F-Hessian SIFT-Based Railroad 

Level-Crossing Vision System,”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5, no. 2, 2010, pp. 138-144.

 [5] B. Cho, S. Ryu, H. Hwang, and A. Lee, 

“Development of Obstacle Detection System 

on a Railroad Crossing,”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2010, no. 7, 

2010, pp. 1070-1071.

 [6] G. Kim, T. Ahn, and M. Kim, "“A Study of 

Crowd Density Estimation of Railway 

Platform,” In Proc. Conf.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Yongpyong, Korea, July 

2011, pp. 2190-2191.

 [7] I. Chang, T. Ahn, J. Jeon, B. Cho, and G. 

Park, “A Study on Integrated Fire Alarm 

System for Safe Urban Transit,” In Proc. Conf.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Jeju, Korea, 

Oct. 2011, pp. 768-773.

 [8] S. Lee, “Video Flame Detection with 

Periodicity Analysis Based False Alarm 

Rejec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6, no. 4, 2011, pp. 

479-485.

 [9] S. Lee, D. Lee, and G. Kim, “A Study on the 

Elimination Method of Noise Image Caused 

by Rainfall Using Machine Vision,” J.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 12, no. 3, 2009, 

pp. 364-369.

[10] C. Lee and J. Kim, “On-site Diagnosis of 

Electric Facilities in Railway Vehicle by 

Infrared Thermographic Inspection,” In Proc. 

Conf.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Daegu, 

Korea, Nov. 2013, pp. 285-290.

[11] J. Seo, S. Kwon, H. Kim, C. Lee, M. Kim, 

and Y. Ham, “Development of Thermal 

Monitoring System for Inspection of Railway 

Components,” J.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vol. 30, no. 7, 2013, pp. 

687-693.

[12] I. Seo, K. Lee, S. Jang, and J. Beak, 

“Development of Inspection Sytem for Maglev 

Track Facilities Using Template Matching 

Method,” In Proc. Conf.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Changwon, Korea, May 2014, pp. 

1271-1276.

[13] J. Jung, J. Jeon, and G. Park, “Implementation 

of Rock Fall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Intelligent Video Analytic Method,” In Proc. 

Symp.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Seoul, Korea, Nov. 

2013, pp. 221-222.

[14] Y. Kim, D. Jeong, K. Jin, K. Lee, and C. 

Song, “Development of Crack Detection 

System in Tunnel,” In Proc.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 Seoul, Korea, Nov. 

2004, pp. 53-56.

자 소개

이상학(Sang-Hak Lee)

1984년 경북 학교 자공학과 졸

업(공학사)

1986년 경북 학교 학원 자공

학과 졸업(공학석사)

2001년 경북 학교 학원 자공학과 졸업(공학박사)

2000년∼ 재 동양 학교 철도 기융합학과 교수

※ 심분야 : 철도신호, 상신호처리, 딥러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