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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 척도인 통행 시간과 지체 시간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통행 시간의 측정 방법 중 하나인 CCTV를 활용한 주행 차량 조사법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측정한다. 신호등 간격이 

넓어서 연속적인 교통류 특성을 갖는 곳에서 측정을 하도록 한다. 또한 반대편의 교통류가 충분히 식별 가능한 구간

이어야 하고, 구간의 끝부분에서는 유턴이 가능해야 한다. 이 방법은 CCTV를 이용하므로 측정차량의 운전수만 있

으면 된다. 또한 시간, 거리, 교통량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 없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장비를 갖

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량 외에 평균 통행 시간, 공간 평균 속도, 교통 밀도 등도 구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watch out key measure of the level of  transportation service about  travel time and delay time. And 
we measured vehicle traffic by moving vehicle method using CCTV which is one of the travel time measure. We 
should be measured in place of continuous traffic flow characteristics with wide traffic light interval. In addition, 
traffic flow on the other side of the interval must be sufficiently identifiable and at the end of this section must be 
possible U-turn. This method it requires only the driver of the vehicle because of the CCTV measure. In addition, We 
cannot require time, distance, and traffic equipment that can be recorded. Because equipped with the software to do 
that. In addition to traffic, average travel time,  average space speed, traffic density are also available.

키워드 : 주행  차량 조사법, CCTV, 교통량 측정, 교통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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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통행 시간이란 차량이 일정 지역을 오고 가는 시간을 

말하며, 지체 시간이란 어떠한 사고나 이유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막혀서 지연되는 시간을 말한다. 
주행 차량 서비스란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으로 인식하여 차량의 속성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말한

다[1]. 전자 공학, 광학, 컴퓨터 및 정보 처리 기술들을 

이용하여 인식된 차량의 영상 정보를 단거리 전용 통신

망, 무선 통신망, 위성 통신망 등을 이용해 교통 정보 센

터에 전송하면, 교통 정보 센터에서는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기관에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정보들은 도난 차량 관리, 차량 위치 추적 등에 활

용된다.
도로 교통량이란 단위 시간(일, 시간, 15분, 5분 등)

에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 교통

량 조사는 장래 교통량 추정, 교통 변동 특성 파악, 도로 

계획 및 관리 계획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수

행된다. 시간당 교통량(hourly traffic)이란 한 시간당 통

과 차량 대수를 말하며, 용량 분석, 교통 제어 방법 결정, 
가로 및 교차로의 기하 구조 설계 시 사용된다[2].

속도 조사는 시간 평균 속도와 공간 평균 속도가 있

다. 시간평균속도(Time mean speed, TMS)는 일정  시

간 동안 도로상의 어느 점 또는 짧은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의 속도를 산술 평균한 속도를 말하고, 공
간평균속도(Space mean speed, SMS)는 일정 시간 동안 

도로 구간을 통과한 모든 차량들이 주행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평균속도를 말한다[3]. 다시 말해서, 시
간 평균 속도는 일정 지점에서 측정된 속도의 평균값을 

말하며, 한 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의 속도 값의 

합을 총 댓 수로 나눈 것이다. 공간 평균 속도는 모든 차

량의 통행 거리를 차량의 통행 시간으로 나눈 것을 말

한다.
차량의 밀도란 일정 도로 구간에 존재하는 차량 대수

를 도로 구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통 밀도(traffic density)란 일정 

시간 내에 있어서의 단위 길이의 주행 차로에 있는 차

마의 대수를 말하는데 교통 밀도는 통상 대/ 로 표시

한다[4]. 또한 밀도는 실시간으로 운전 시간 추산을 업

데이트하거나 잠재적 문제 영역을 경찰에 경고하는 데 

사용된다[5].

. 주행 차량 조사법

주행이란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열차 따

위가 달리는 것을 말한다. 주행 차량 조사법은 원래 관

찰자가 조사 차량을 타고 해당구간을 주행하며 직접 통

행 시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소한 2km~ 
3km 정도의 도로 구간 내에 평면 교차로가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주행 차량 조사법은 신호등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서 

교통류의 특성이 연속적 특성을 나타내는 곳에서 적당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반대편의 교통류가 식별 가능

해야 하고 구간의 끝에서는 유턴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이 특징이다. 
주행 차량 조사법은 교통류가 연속류(Uninterrupted 

flow) 또는 연속 교통류 일 때 적합하다. 연속류란 고속

도로를 주행하는 교통류와 같이 교통류 자체 운행 특성

에 의해서 교통특성(속도, 밀도, 교통량 등)이 제약을 받

는 교통류를 말한다. 연속류는 주행 속도를 효과 척도

로 사용한다. 연속류는 고속도로 기본 구간, 엇갈림 구

간, 연결로와 접속부, 2차로 도로, 다차로 도로로 나누

어 이용한다. 즉, 연속 교통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

는 신호등, 정지 신호 또는 양보 신호 등의 고정된 교통 

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교통 흐름으로, 교통 신호 등에 

의해 교통류 흐름 단절 없이 연속적인 교통이 가능한 

도로 시설에서 교통하는 교통류이다[6]. 예를 들어 고속 

도로 상의 교통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속류란 도시부를 주행하는 교통류와 같이 신호등

을 비롯한 교통 제어 시설에 의해서 교통 흐름이 단절

되며 정지와 주행을 반복하는 교통류를 말한다. 단속류

는 지체도를 효과척도로 사용하는데 신호 교차로와 비 

신호 교차로로 나누어 이용한다.
요즈음에는 CCTV를 이용한 교통 관련 연구들이 많

이 수행되고 있다. [7]에서는 교통 정책 수립 및 도로 인

프라 확충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 시

스템 기반의 자동화된 교통량 측정 기술을 제시하였다. 
[8]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강력범죄와 교통, 재난재해 등

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통해 기관들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 마련으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9]에서는 

CCTV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이벤트 발생을 감지하

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며,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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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차대차 사고와 차량 단독 사고를 포함한 차량 

사고의 인식을 수행한다.
CCTV를 활용한 주행 차량 조사법은 측정 차량과 시

간, 거리, 교통량을 기록할 수 있는 CCTV 시스템이 있

어야 한다. 일반적인 주행 차량 조사법에서는 측정 차

량, 시간, 거리, 그리고 교통량 등을 기록 가능한 장비와 

측정 차량의 운전자와 교통량 조사자의 2인이 필요하

다. 또한 조사자가 준비해야할 스톱워치, 교통량 계수

기, 그리고 조사 양식지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본 시

스템은 카메라의 기록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림 1. 일반적인 조사 차량

Fig. 1 General Investigation Car

그림 2. 측정 차량

Fig. 2 Measuring Car

즉 측정 차량에 보통 그림 1과 같이 CCTV 한 대가 달

려있는데, 주행 차량 조사용 차량에는 그림 2와 같이 두 

대의 CCTV가 달려 있어서 반대 방향의 교통량까지 측

정 한다. 즉, CCTV를 통해서 주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

향으로 주행하는 차들을 계수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방향 당 5~7회의 주행과 운전자의 특

성을 고려해 보정 절차를 주는데, 보정 절차로는 측정 

차량이 추월한 대수에서 측정 차량을 추월한 대수를 뺀

다. 자세한 설명은 그림 3을 보면서 하고자 한다. 그림 3
에서 카메라 1은 측정 차량이 추월한 차량 대수와 축정 

차량을 추월한 차량 대수를 측정하여 이를 빼준다. 카
메라 2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대수를 판

별한다. 

그림 3. CCTV의 측정

Fig. 3 Measurement by CCTV

. 측정 방법

측정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W에서 출발해 E로 주행

하며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는 교통량 C만을 기록한

다. E에 도착하면 시간 Te를 기록하며, 방향을 바꾸어 

가는데, 반대편 교통량은 측정하지 않고 조사차량을 추

월하는 교통량 Ot와 추월되는 교통량 Np를 촬영한다.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 Tw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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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 방법

Fig. 4 Measuring Method

반대방향 교통량(At)은 다음 식 (1)과 같다.

)(
)(60

TeTw
NpOtCAt +

−+= 식 (1)

평균 통행 시간(Pt)은 식 (2)와 같다.

t
t A

NpOtTwP )(60 −−= 식 (2)

구간 d와 통행시간 Pt를 얻었고 이제 공간 평균 속도

(Sa)를 식 3과 같이 구하자.

t
a P

dS 60= 식 (3)

다음으로 교통 밀도(Dt)를 식 (4)와 같이 구한다.

a

t
T S

AD = 식 (4)

이와 같이 구하는 식들과 값들은 컴퓨터에 연결된 

S/W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데이터를 보관하게 된다. 이 

데이터는 교통조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 실  험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2대의 카메라를 사용

하였는데, 카메라는 VERET-S550-FX3 모델을 사용하

였으며, 이 카메라는 주/야간 필터 체인지가 가능한 컬

러 카메라이며 전천후 옥외용 하우징 내장형이며 특수 

2CHIP의 850mm 파장의 고강도출력의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이고 마이컴 제어 무빙 필터가 있으며 옥외 최소 

100m이상을 적외선 투사할 수 있는 카메라이다. 
실험은 [10]에서 수행한 실험과 유사하게 수행하였

다. 실험을 통하여 2km 구간에서 주행 차량 조사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반대 방향인 서쪽 방향의 교통량과 속도 및 교통 밀도

를 구하여 보자.
이 방법은 양방향을 따로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 한

번 측정 차량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차선의 

방향까지 모두 한 번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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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결과표

Table. 1 Measuring Result Table

구분
2km

구간 값

동쪽 방향 통행 시간(분) 3.5

반대편 차선의 교통량(대/시) 125.3

서쪽 방향 통행 시간(분) 3.73

조사 차량이 추월한 교통량(Np)(대/시) 2.2

조사 차량을 추월하는 교통량(Ot)(대/시) 2,5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나, 장기간 방치해 놓은 차들이 정확한 교통량을 측정

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극 소소

이기 때문에 주행 차량 조사법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변

화나 오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상기의 식 (1)~(4)를 이용하여 서쪽 방향 교통량, 평

균 통행 시간, 공간 평균 속도, 그리고 교통 밀도를 구하

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서쪽 방향의 구한 값

Table. 2 Obtained Value of West Direction

구분
2km

구간 값

교통량(At)(대/시) 1042.323651

평균 통행 시간(Pt)(분) 3.712730892

공간 평균 속도(Sa)(km/h) 32.32122217

교통 밀도(Dt)(대/km) 32.248893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CTV를 활용한 주행 차량 조사법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측정하였다. 연속적인 교통류 특성

을 갖는 곳에서, 신호 등의 간격이 충분히 넓고, 구간의 

끝에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반

대편 차량의 교통량을 카메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사람이 측정 할 때처럼 다

른 장비도 필요 없이 운전수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모

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동차 내의 CCTV
에 연결하여 평균 통행 시간, 공간, 평균 속도, 그리고 

교통 밀도도 구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무단으로 방치해 놓거나 차선에 주정

차를 시켜놓은 차량들을 계산하여 결과에서 제외시키

는 방법도 좋은 연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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