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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주 및 문자 인식을 이용한 시설물 절대위치 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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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d pole position detection system for providing exact location information to users.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pole recognition part and pole number recognition part. Above all, exact pole recognition is 

carried out by PDD(Pole Detection Device). And recognition of pole number is performed by PID(Pole Inspection Device). 

Acquired image by using line scan camera is judged whether it is free bracket or not through image processing. When it is 

judged as free bracket, pole number image is acquired by OCR camera and recognized by OCR. By recognizing pole number, 

exact location information is provided to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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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철주 검지 시스템의 개요

Fig. 1 Outline of pole detection system

1. 서  론 

철도 시설물 유지보수의 세계적인 기술개발 추세는 자동화 및 

IT기술의 적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

는 전차선로 유지보수작업은 기계화작업의 고도화, 정보화기술의 

확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Database와 IT기술의 도입으로 유지

보수의 객관화 및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한 비

접촉식 시설물 검측장비는 대부분 레이저 및 2D, 3D 카메라 방

식의 영상처리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 시설물 검측동향은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

로 해외에서 종합검측차(ROSER-1000K) 및 궤도검측차(EM-140K) 

등을 도입하여 전차선과 궤도 시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진단하

기 위한 검측시스템들이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측시스템은 

주로 차륜에 설치된 타코메타로부터 검측차량의 주행정보를 수집

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검측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차륜 타코메타의 경우 차륜삭정 및 미끄러짐에 의한 누적 이동거

리 오차의 영향으로 정밀한 검측 위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차륜의 누적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GPS 또는 

RFID 등을 이용하여 검측위치를 보정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GPS의 경우 터널등과 같은 음영지역에서 위치검지가 어렵고 

RFID의 경우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국내에서는 전철주마다 철도 영업 킬로정(KP)과 전철주 고유 

ID가 기록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 작업자들은 이러한 전철주 

식별 정보를 활용하여 철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위치를 확인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측시스템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확한 검측 위치 인식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기준이 되는 

전철주 기반의 절대 위치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기

술하였다[1].

2. 본  론

2.1 전철주 기반 위치인식 

본 연구는 전철주 기반에 시설물 위치정보를 인식하기 위해 

카메라와 레이저 등으로 구성된 비전 검사방식의 시스템을 개발

하였으며, 최대 에서 전철주 의 인식률을 목표로 설

계하였다[2].

전철주 위치 인식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전철주를 

실시간으로 검지하기 위한 PDD(Pole Detection Device)와 검지



Trans. KIEE. Vol. 65, No. 4, APR, 2016

철주  문자 인식을 이용한 시설물 치 검지 방법              705

된 전철주 절대 위치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PID(Pole Inspection 

Device), 검측차량의 주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DID(Driving 

Information Device), 각 장치들로부터 수집된 위치 정보를 분석

하여 타 검측시스템에 정밀한 전철주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LIS(Location Information Server)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전철주 검지 시스템의 흐름도

Fig. 2 Flow chart of pole detection system

전철주 기반의 절대 위치정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측

차 주행시 전철주 위치를 실시간 검지해야만 하며 검지된 전철주

로부터 고유 식별번호(전철주번호)와 영업킬로정(KP) 정보를 인

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5].

2.2 PDD (Pole Detection Device) 

PDD는 그림 3과 같이 가동브래켓 상에 수평파이프(Registration 

Arm)와 곡선당김금구(Steady Arm)를 마킹하기 위한 4대의 레이

저 모듈과 레이저 마킹영역을 고속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모듈

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이 검측차 차탑에 설치하였다. 또한 

∼ 에서 전철주 가동브래켓을 고속 스캔하기 위해 검

측차가  이동할 때마다 차륜에 부착된 타코메타에서 펄스신

호를 추출하여 카메라 트리거 신호로 사용하였고 옥외 태양광등

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밴드패스 필터를 부착하였다[3, 4].

카메라와 레이저 간에 기하학적 설치 구성에 따라 식 (1)과 

같은 종횡비(원근변환)를 이용하여 수평파이프에 레이져 마킹 위

치을 측정한다. 

 

 × ′
 ′

 (1)

여기서 X는 카메라 랜즈로부터 레이져 마크까지 거리(Working 

Distance)이며, X'는 랜즈로부터 CCD 센서까지의 초점거리(Focal 

length), Y는 수평파이프의 레이져 마크 높이, Y'는 이미지상에 

레이져 마크의 픽셀 위치이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레일로부터 5000~5600mm 높이에 설비된 

가동브래켓 수평파이프와 곡선당김금구에 레이져 마킹만을 검출

하고 터널 천장이나 정차역 등에 설치된 다른 구조물들이 전철주 

가동브래켓으로 오인식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림 4는 수평파이

프 상에 레이저 검출영역(L1, L2, L3, L4)에 대하여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 평면상에 4개의 ROI 영역(L1`, L2`, L3`, L4`)을 

결정한 다음 이미지 평면상에 4개의 ROI 영역중에서 2개 이상의 

ROI 영역에서 레이져 마킹이 검출되면 전철주 가동브래킷이 검

출된 것으로 하였다. 

그림 3 전철주 검지 방법

Fig. 3 Method of pole detection

그림 4 전철주 검지 영역

Fig. 4 Area of pole detection

2.3 PID (Pole Inspection Device)

PDD에서 가동브래켓이 실시간 검지되면 해당 전철주의 절대 

위치정보를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PID는 전철주에 부착된 고

유 식별번호(ID)와 킬로정(KP)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OCR 카메

라 모듈로 구성되며 PDD에서 가동브래켓이 검지될 때 마다 전송

되는 트리거(Trigger) 신호를 입력받아 전철주 표지판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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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 카메라에서 전철주 표지판 이미지는 검측차의 차상에 설

치된 LIS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Image Processing Engine)을 이

용하여 전철주 식별번호와 킬로정 위치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과

정을 그림 5와 같이 수행하였다[6-10].

그림 5 전철주 번호 인식을 위한 흐름도

Fig. 5 Flow chart for recognizing pole number

2.3.1 전철주 표지판 인식 과정

OCR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검측차 고속 주행에 따른 

환경적인 변화와 주변 광원 및 배경 등에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

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통해 이미지 상에 노

이즈들을 제거하고, 배경으로부터 전철주 위치정보가 기록된 표

지판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이미지 품질을 향상을 위해 식 (2)와 식 (3)과 같은 그레

이 스케일 변환(Gray Scale Modification)을 통해 영상 밝기 분

포를 평활화(Equalization) 함으로써 원본 이미지에 대한 명암비

를 보정하였다. 

 ′  ×     (2)

   


   ×   (3)

여기서,  ′은 변환된 그레이 값, 는 이미지의 픽셀 당 그레

이 값, 는 이미지 최대 그레이 값, 그리고 은 이미지 

최소 그레이 값을 의미한다. 

그레이 스케일 변환에 의해 보정된 이미지는 그림 6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이미지 밝기 변화에 따라 전철주번호의 노이즈가 

일정부분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그레이 스케일 변화에 의해 변환된 이미지

Fig. 6 Converted image by gray scale transformation

평균 필터(Mean Filter)는 원본 영상에서 노이즈 성분을 제거

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은 마스크를 적용하였으며, 마스크 중앙 

픽셀 값은 주변 픽셀들에 대한 평균값에 의해 결정하였다. 변환

된 이미지와 평균필터가 적용된 이미지의 그레이 프로파일은 다

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7 3×3 평균 필터

Fig. 7 3×3 average filter

그리고 전철주와 표지판에 대한 특징을 검출하고 배경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영상 이진화(Binarization) 과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취득된 전철주 표지판 이미지는 검측차 주행

중에 배경이 동적으로 변화되므로 이미지 배경 픽셀들의 정보를 

비교하여 동적으로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한 동적 쓰레시홀드

(Threshold)를 사용하였다. 

그림 8 변환 & 평균 이미지의 그레이 프로파일

Fig. 8 Gray profile of converted image and mean image

동적 쓰레시홀드는 그림 8과 같이 두 이미지 간의 차이를 이

용하여 이미지 간의 특징을 확인하고, 오프셋을 부여하여 추출 

하고자하는 영역의 동적인 임계값 설정이 가능하다. 다음 식 

(4)～(7)은 추출하고자하는 영역의 오프셋과 임계값 적용방법에 

대한 수식이다. 

   ≥     (4)

   ≤     (5)

      ≤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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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변환된 이미지의 픽셀 값,  는 평균 이미

지의 픽셀 값을 의미한다. 위의 수식을 이용하여,  이 적용

된 평균이미지보다 밝은 값, 어두운 값, 같은 그레이 값을 가지

는 픽셀, 그리고 다른 그레이 값을 가지는 픽셀 등을 추출할 수 

있다. 

다음 그림 9는 그레이 스케일 변환된 이미지와 평균필터가 적

용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동적 쓰레시홀드가 적용된 그림이다.

 

그림 9 동적 쓰레시홀드에 의한 영상처리

Fig. 9 Image processing by dynamic threshold

이진화된 이미지에 레이블링(Labeling)을 수행함으로써 전철주 

표지판에서 절대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문자와 숫자영역에 대한 

후보군을 추출한다. 레이블링은 인접한 픽셀들의 집합에 대하여 

라벨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라벨링된 영역의 크기, 중심점, 높이, 

넓이 등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여 전철주 표지판으로부터 문자와 

숫자에 대한 관심 영역(ROI)을 결정하고 그 외에 불필요한 배경

영역을 제거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10의 (A)는 샘플이미지의 

레이블링 과정을 나타내며, (B)는 이진화된 이미지의 레이블링 결

과이미지이다.

그림 10 이미지를 이용한 레이블링 결과 

Fig. 10 Labeling result by using image

2.3.2 OCR를 통한 전철주 절대위치 인식

앞서 레이블링을 이용하여 숫자와 문자로 추정되는 관심영역

(Region Of Interest : ROI)을 그림 11과 같이 추출한 후, 해당 

관심영역에서 문자인식 과정(Optical Character Reader : OCR)

을 수행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인식된 전철주의 절대 위치정보를 

판단한다.

그림 11 영상 처리에 의해 얻어진 결과 이미지

Fig. 11 Result image obtained by image processing

OCR은 카메라나 스캐너에서 얻은 문자 영상을 판독하는 기술

로써, 문자 인식을 수행하는데 있어 학습을 필요로 하여 인공지

능이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다

층퍼셉트론(Multi Layer Perceptron : MLP)을 이용하였다. 학습

에 이용된 기본적은 문자는 그림 12와 같다. 또한 그림 12와 같

은 문자들에 대하여 회전, 노이즈, 폭, 기울어짐, 방향성, 로컬 변

형 등을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데

이터만을 학습시키지 않고 변형된 데이터들도 같이 학습함으로

써, 주변의 환경변화 및 노이즈등에 대하여 강인하게 인식을 수

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2 OCR을 위한 입력 데이터

Fig. 12 Input data for OCR

그림 13 다양한 형태의 문자

Fig. 13 Different types of character

이렇게 생성된 학습데이터를 통한 전철주 절대위치 인식 결과

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문자인식 결과

Fig. 14 Result of characte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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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철주 검지 장치의 인식률

Table 1 Recognition rate of pole detection device

No. Recognition rate

Pole in database 1566 ·

Detected pole 1579 ·

Recognized pole 1502 95.12%

Non -recognized pole 2 0.13%

Misrecognized pole 75 4.75%

3. 시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그림 15와 같이 현재 운용중인 검측차량

(EM-140K)에 개발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철주 기반의 절대위치 

인식 성능을 수행하였다. 검측차 차탑에는 전철주 가동브래켓 

검지를 위한 PDD와 전철주 절대 위치정보 인식을 위한 PID를 

설치하였으며, DID는 검측차에서 제공하는 타코메타를 사용하

였다. 

그림 15 궤도검측차(EM-140K)에 설치된 장비 

Fig. 15 Installed devices in EM-140K

검측차량은 최대 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PDD는 검측

차량의 이동속도에 관계없이 1mm 단위로 전철주 가동브래킷의 

존재 여부를 판별한다. PDD가 전철주 가동브래킷을 검지한 후 

PID가 전철주 번호를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로써 

에서 운행시 발생하는 거리오차는 이다. Fig. 16

은 PDD가 전철주 가동브래켓을 인식하는 신호(①)와 전철주번

호 촬영을 위한 PID 카메라 트리거 입력 신호(②)를 캡쳐한 것

이다.

①  PDD:Pole Detection Signal

②  PID Trigger Signal

그림 16 장비 간 트리거 신호

Fig. 16 Trigger between devices

PDD의 전철주 검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호남선의 서대전역

에서 함열역까지를 시험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철도공사에서 제

공한 시험구간에 대한 전철주 시설물 DB와 PDD에서 검지한 전

철주 위치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인식률을 검증하였다. 표 1은 

시험구간에 대한 전철주 인식률을 산출한 것이다.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철도공사에서 제공받은 전철주 시

설물 DB에 정의된 전철주는 1566개이며, 본 시스템에서 전철주

로 인식된 전철주 개수는 1579개였다. 본 시스템으로 인식한 총 

1579개의 전철주 중에서 정상적으로 인식한 전철주는 1502개이

며, 미인식된 전철주는 2개, 오인식 된 전철주는 75개가 존재하

였다. 

또한 PDD가 가동브래킷 인식시점에 PID에서 획득한 전철주 

이미지를 대상으로 전철주 번호 인식률을 평가하였으며, Fig. 17

와 같이 시험구간 내에서 전철주 번호가 손상되었거나 부착위치

가 불량인 경우, 전철주 번호가 다른 시설물에 가려진 경우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7 전철주 번호가 없는 이미지

Fig 17 Image without pole number

표 2는 PID가 정상적으로 전철주 표지판을 촬영한 영상에서 

OCR를 통해 전철주 번호를 판별한 결과이다. 

표 2 전철주 검측 장비의 인식률

Table 2 Recognition rate of pole inspection device

Recognition 

rate

Non-recognition 

rate

Misrecognition 

rate

92.59% 5.56% 1.85%

표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PID가 전철주 번호를 미인식한 

이미지 같은 경우, 태양광의 영향으로 인해 이미지의 밝기 값이 

지나치게 밝아 전철주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영상처리 시 

주변 배경 및 노이즈를 잘 제거하지 못하여 전철주번호를 추출해

내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전철주번호를 오인식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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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를 통해 전철주번호 영역을 추출하였지만 특징이 뚜렷하

지 않게 추출된 경우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검측시스템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확한 검측 위치 

인식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기준이 되는 전철주 기반의 절

대 위치정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연구목표에 따라 전철주 시설물 기반의 위치검지 시스템

은  속도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개발하였으며, 전

철주 인식 거리오차는 에 불과하다. 전철주 검지를 위한 

PDD는 의 전철주 검출 성능을 보였으며, 오인식의 경우 

가동브래켓 검지 영역 내에 다른 시설물이 인식된 경우로써 높이

가 낮은 터널 내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예외사항을 해결

하면 목표사양에 가깝게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물들의 절대위치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카메

라와 영상처리기법을 적용하였다. 전차선로에 설비된 모든 전철

주는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표지판(ID)이 부착되어 있다. 이

러한 전철주 표지판은 시설물의 절대위치를 정의하고 있는 절대 

기준위치로써 RFID Tag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전철주 표지판

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식별함으로써 고효율의 시설물 위치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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