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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영상감시장치를 활용한 철도역사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실

제로 실용화에는 실패를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영상감시 알고리즘의 낮은 인식률과 더불어 발생

하는 오보율 그리고 정확한 사고 상황 인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 사고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역간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인지유형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정확한 사고유형에 특화된 알고리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여객사상사고, 공중사상사고, 승강장, 사고유형, CCTV

1. 서 론

철도시스템에도 안전과 보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철도역사와 주변시설물에 

많은 CCTV와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이러

한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을 분석하여 이

상 상황이나 사고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어 왔다. 장일식 외 4명은 철도 사

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감시체계로 변환하기 위한 지능화된 종합 감

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지

능형 감시 카메라의 성능 및 관련기술을 분

석하였다[1]. 또한, 박경섭 외 1명은 2016년

에 GIDS(Guideway Intrusion Detection 

System)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상 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2], 지능

제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퍼지 방법을 

사용하여 영상정보 융합을 통해 정확하게 안

전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예측하였다[3]. 

본 논문에서는 철도역사 내 CCTV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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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시행할 경우, 알고리즘 개발시 인

지되어야 할 사고위험 유형과 역구내·역간에

서 발생한 실제 사고유형을 도출하였다[4-5].

2. 본 론

2.1 승강장 사고위험 유형 분석

승강장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동대구역에 

구축된 200만 화소급 CCTV 영상 일주일치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6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을 Table 1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영상에서 유형 도출 중 사고로 

연계로 번질 경우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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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isk Types

1 A passenger waiting inside the safety line as 
the train enters the station 

2 Conversation among passengers inside the 
safety line 

3 A child playing inside the safety line 

4 Running to board the train as it enters the 
station 

5 Using a cell-phone inside the safety line as the 
train enters the   station 

6 Getting on the train just before the train leaves 
or seeing   someone off close to the train 

Table 1. Type of accident risk



2.2 역구내 사고통계 분석

역구내 사고유형 분석결과 Fig.1과 같이 

노량진역 12건, 도봉산역 6건, 도봉역 6건, 

간석역 6건으로 순으로 최다 발생하였으며, 

Fig.2와 같이 17시에서 21시 사이 퇴근 

시간대에 54건으로 최다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일반인의 경우 열차 

진입 중 승강장에서 선로로 뛰어내리는 

유형이 142건으로 62%를 차지하였으며 

취객의 경우는 선로로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이 12건으로 43%를 차지하였다.

2.3 역간 사고통계 분석

역간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 분석결과의 

경우 Fig.3과 같이 순천~원창간 4건, 

금정~군포간 4건, 지천~대구간 4건, 간석역 

4건 순으로 최다 발생하였으며, Fig.4와  

같이 17시에서 21시 사이 퇴근시간대에 

80건으로 최다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사고의 경우 선로 안쪽으로 

걸어가거나 서 있는 사람과 열차가 충동하는 

유형이 58건으로 19%를 차지하였고, 자살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선로로 뛰어드는 유형이 

82건으로 27%를 차지하였다.

 

3. 결 론

역구내는 주로 광역철도 구간 중 상위 

4개역, 시간대는 퇴근시간대에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역에서 사고 

발생시 대응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나, 

사전에 이상패턴을 인식하여 관리하는 

기준과 업무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CCTV를 

활용한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시 인지기술의 

경우 역구내 승강장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6가지 유형과 2011~2017년 7월까지 

역구내·역간에서 발생한 47가지 유형의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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