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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철도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 및 테러사고로부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 사고발생 시 승객들에게 대피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승

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서 3D 지도 기반의 대피유도시스템을 제안한

다. 3D 지도 기반의 대피유도시스템은 신속하고 안전한 군중 대피유도를 위해 사고발생지점을 위

치인식하고 최적의 대피경로를 3D 지도에 표출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복잡한 철도 역

사 환경을 3D 지도를 기반으로 구현하여 대피등급의 사고발생 시 운영자에게 직관적 모니터링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상황전파와 안전한 대피유도가 가능하였다.

주요어 : 철도역사, 3D 지도, 대피유도시스템, 대피경로 표출, 공공안전

1. 서 론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 철도시설 및 열차에

서 총격 또는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키고 있

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1]. 이에 승

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대피방법은 현재 위치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개략적인 신호만

을 주기 때문에 실제 사고발생 시 많은 혼란

을 야기하고 사고발생 시 가장 중요한 초동

대응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2-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역사에서 안전한 승

객대피유도를 위해 3D 지도기반의 대피유도

시스템을 구현하고자한다.

2. 본 론

2.1 3D 지도기반의 대피유도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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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지도 기반의 대피 유도시스템은 대피등

급의 사고나 재난(화재/테러 등)발생 시 신

속하고 안전한 군중 대피유도를 위해 사고발

생지점을 위치인식하고, 최적의 대피경로를 

3D 지도에 표출하여 신속하게 승객들의 대피

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2.2 3D 지도기반의 대피유도시스템 설계

철도역사 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영상들을 수집하고 이벤트 발생 시 

영상인식알고리즘으로부터 카메라 영상을 분

석하고 사고여부를 판단한다.

운영자가 대피등급의 사고로 판단하여 이벤

트 처리 시 대피유도시스템이 동작하고 연동

된 시스템으로 안내 방송 및 안내 사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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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또한 3D 지도를 기반으로 다층 건물

에서 카메라 위치를 기반으로 최대한 가까운 

탈출 경로를 제시한다. 또한 각 유관기관과 

역무원에게 신속하게 상황 전파하여 사고지

점과 가장 가까운 대피경로로 승객들의 대피

를 유도한다.

2.3 3D 지도기반의 대피유도시스템 구현 

그림 2와 같이 3D 지도기반의 대피유도시스

템은 2개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구성된다. 

(a)는 수신되는 실시간 영상을 출력하고 있

으며 이벤트 발생 시 화면이 확대 전환되면

서 운영자에게 이벤트 발생을 알린다. 

(b)는 3D 기반으로 구현된 철도역사 지도를 

나타내며, 3D 지도는 Unity3D 엔진을 활용하

여 구현하였다. Unity3D는 3D 컨텐츠와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Windows, Mac, 모바일 기기 등과 같은 다양

한 플랫폼에서 개발 및 응용가능하다[4].

2.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절에서는 실제 동대구역사내에 설치된 

Test-Bed에서 구현된 대피유도시스템을 실험

하였다. 실험 장비는 인텔 제온 E5-2667 성

능의 Dell사의 서버와 40인치 LG 모니터 2대

를 사용하였다.

DB에 사고발생지점의 카메라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가는 이동경로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대피등급의 이벤트 처

리 시 3D 지도에 대피경로가 가시화 되었다.

3. 결 론

철도역사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차원 실내공간정보

를 활용하여 3D 지도 기반의 대피유도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실제 역사에 적용 시 운영자

에게 직관적 대피경로를 표출해줌으로써 신

속하고 안전한 대피유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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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b) 3D 지도 기반 대피 경로 표출 화면

Fig. 2 3D 지도 기반의 대피유도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