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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는 차량 검지기는 크게 두 가지 검지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 종류는 루프 검지기와 영상 검지기인데 지금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은 설치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검지기로부터 수집된 교통량, 속도 등의 실시간 교통 자료는 가공과정을 거친 후 

반복/비 반복 정체관리, 돌발 상황관리, 경로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도 이외에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교통정책 평가, 교통사업 평가, 교통안전 증진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이용되는 차량 검지기 시스템의 확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루프 검지기와 영상 검지기는 복잡한 공사를 수반하며, 가격 또한 높고 USN 기반의 인식 기술에 비해 경제성과 경쟁

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공공/민간 교통서비스 및 u-City의 응용 서비스 기술에 필요한 USN 기반의 차량 식별/인식/속도

검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키워드: 복합 센서기반 차량 검지기(based on complex sensors vehicle detector), RSGW, ORSN 

I. 서론

더 이상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 또한 이러한 기술

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화중이다. 이 기술은 새로

운 신성장 동력이며 이중 이 논문은 첨단 교통 체계의 모델링을 

목표로 하고 이러한 교통 체계의 모델링을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 영상 차량 검지기, 루프 차량 검지기, 초단파 차

량 검지기, 복합 센서 기반 차량 검지기가 필요하다. 이중 루프 차

량 검지기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나 설치 및 유지 보수비가 

가장 높아 영상/초단파 차량 검지기를 비매설형으로 선호하고 있

으나 영상 차량 검지기는 날씨 등 환경 영향을 받아 정확도가 떨

어지고 초단파는 단가가 비싼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 복합 센서 

기반 차량검지기는 저전력의 검지기로 루프와 상응하는 정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 센서 

기반 차량 검지기 핵심 기술 및 기술 우위 확보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 기술들을 활용하여 USN 기술, 사물 지능 통신, 센서 

디자인 응용기술, 지그비 무선통신 기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

술, 차량 인식, 검지, 속도 및 식별 알고리즘 기술, 패키징 기술, 
저전력 기술 등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섹션 II에서는 본논문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섹션 III에서는 제안된 기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섹션IV에서는 결론 및 향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이 복합 센서 기반 검지기의 기술은 국외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

는 분야인데 이 기술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검지기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 영상 차량 검지기

고속도로나 국도 및 시가지의 간선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

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은 교통 관제센터의 정보처리 및 시스템 

제어 및 정보전달을 위한 센터 설비와 도로 현장의 지역 제어 장

치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 제어 장치는 고속도로/간선도로의 차량

검지 시스템 (Vehicle Detection System: VDS)의 현장 단말 장

치로써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영상검지기 시스템(Video Image 
Detection System)으로 수집된 교통자료를 관제센터의 VD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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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에 통신 선로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지역 

제어 장치의 구성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량검지 센서와 도로변에 

설치되는 차량 검지기 제어기(Vehicle Detection Controller), 통
신장치, 전원장치 및 옥외 형 19“표준 캐비넷으로 구성되며 기본 

교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종, 차량길이), 
수집 교통데이터 실시간 전송, 교통사고 인식, 교통사고 경보 신호 

전송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2 루프 차량 검지기

고속도로나 국도 및 시가지의 간선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

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은 교통 관제 센터의 정보처리 및 시스템 제

어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센터 설비와 도로 현장의 지역 제어장치

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 제어장치는 고속도로/간선도로의 차량검지 시스템 VDS 

(Vehicle Detection System)의 현장 단말 장치로서 Never-Loop 
Sensor와 루프 차량검지기(Loop Detection Controller), 통신장치 

및 전원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집된 교통 자료를 관제 센터의 

VDS용 Server 에 통신 선로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차량검

지센서(루프), 루프 검지 제어기, 통신 장비(56Kbps modem), 전원 

및 Fan으로 구성되며 매우 높은 신뢰성 있는 교통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고 수집 교통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며 교통사고 인식기능과 

교통사고 경보 신호 전송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16차선 측정

이 가능하다.

1.3 초단파 차량 검지기

초단파 차량검지기(Microwave Vehicle Detector)는10.525 
GHz의 초단파 주파수를 이용하여 차량을 검출하는 센서로서 초단

파  발신기에서  발사된 초단파가 차량에 충돌한 후 반사되어  돌아

오는 반사파(ECHO)를  감지하여 차량의 존재여부를 측정하는 차량 

검지기임. 검지기 헤드에서 1초에 4번을 연속하여 초단파를 발사하

고 반사되어 오는 반사파(ECHO)의 강도에 따라 차량의 유무를 판

단하며 초단파 검지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또한 차량검지 응답속도 

25ms의 검지 제어기, 56k 모뎀과 전원 및 Fan또한 탑재하고 있으며 

신뢰성있는 교통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고 Relay Contact 
Form C방식을 이용하여 수집 교통데이터를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

다. 또한 이 장치의 측정범위는 최대 16차선에 이른다. 

1.4 복합 센서기반 차량 검지기

매설 혹은 부착 형으로 차량이 지나갈 때 복합 센서 (지자기 등)가 

차량을 검지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는 루프 차량검지기 수준이며 이는 

고속도로 및 중요 국도의 상행 및 하행선의 도로상에 설치된 각 

복합 센서 노드가 Zigbee 무선으로 보내면 복합 센서 검지기 제어장

치가 받아서 교통정보수집 서버에 전송하며 이 검지기는 ORSN(On 
Road Sensor Node) 복합센서(지자기, 온 습도 등), 검지 제어기, 
통신 장비, 배터리, RSGW(Road Side Gateway) 검지제어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매우 신뢰성 있는 교통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고 Zigbee 방식으로 수집 교통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

하며 이는 다른 검지기와 다르게 최대 32차선이 측정 가능하다. 

III. 본론

 1. 기술 개발 개요

현재 사용되는 차량 검지기는 루프 검지기와 영상 검지기가 설

치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차량검지기로부터 수집된 교통량, 점유

율, 속도, 차량식별 등의 실시간 교통자료는 가공과정을 거친 후 

반복/비반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경로안내 서비스 등에 활용

하고 있으나, 이들 용도 이외에 교통정책 평가, 교통사업 평가, 교
통안전 증진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현재 이용되는 차량 검지기 시스템의 확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루프 검지기와 영상 검지기는 복잡한 공사를 수반하며, 

가격이 높고 주로 수입에 의존한다. 이에 본 과제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s)을 이용하여 차량의 인식과 속도의 검지를 할 수 

있도록 복합센서모듈을 이용한 검지 시스템(ORSN)을 개발하며, 
또한 ZigBee Device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RSGW(Road 
Side Gateway)과 네트워킹 시스템 및 응용 서비스 기술을 개발한다.

2. 기술의 개발내용

본 개발의 목적은 첨단 교통 체계를 개발하며, 궁극적으로 U-city 
구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센서로부터의 데이터는 도로공사/건설

교통부의 교통 센터, 경찰서, 각 지자체에 전달된다. 이에 대한 용도

는 교통흐름을 제어하여 교통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를 통한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며, 실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차량검지 및 인식 센서Node (ORSN: On 
road sensor node)를 개발하여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나 주차장등

의 노면에 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RSGW(rode side 
gateway)는ORSN에서 올라오는 모든 데이타들을 수용할 뿐만아니

라, 다양한 유무선환경에 대응을 통하여 교통에 관련되어 대부분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영역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Ubiquitous 도시 

구현의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2.1 차량 식별 및 속도 감지용 ORSN개발

ORSN(On road sensor node)은 도로 안쪽에 설치하여 차량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선통신 모듈

은 ZigBee의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며, physical layer, data 
link layer, network layer, application layer등 4개의 layer로 구

성되며 개발 부분은 application layer의 ZigBee Application 
Unit과 ZigBee Node Control Unit이며 Sync Node의 ZigBee 
Router의 프로토콜 스택은 physical layer, data link layer, 
network layer, application layer로 구성되며 개발 부분의 

application layer는 ZigBee Node Control Unit, ZigBee 
Application Unit, USB or Serial Node Control Unit이다. 이는 

각각 그림 1과 그림 2에 나와 있다.
차량 식별을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 즉 x, y, z-axis 를 이용하여 

차량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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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ctive ZigBee Device의 개발 Unit 

2.2 ORSN과 RSGW의 연동 개발

RSGW( Rode side gateway)의 구성은  ORSN과의 통신을 담

당하는 센서 통신 모듈과 광대역 통신모듈 그리고 중앙처리부로 

구성되며, 센서통신 모듈은 Zigbee의 Coordinator로 구성되며, 개
발 부분은 Application Layer와 Transport Layer이다. 
Application layer에서의 개발 부분은 여러 각 센서 Node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들이 일정량 모아지면 하나의 bundle을 생성하는 프

로세스이다. 그리고 Transport layer에서의 개발부분은 일련의 번

호 체계를 부여하여 data flow를 schedule하는 프로세스이다.

  그림 2. Zigbee Node의 개발 Unit 
  

 2.3 ORSN 알고리즘

그림 3. 차량검지 알고리즘

IV.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본 논문은 복합 이기종 센서 기반 차량 인식 기술 개발에 중점

을 두고 복합 센서 기반 무선 차량 검지기(ORSN)을 이용하여 여

기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수집 처리하는 RSGW을 개발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통계화 하여 이를 지능형 교통망과 연계하도

록 하는 시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력

이 미약한 편이고 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좀 더 최적화하여 신

뢰성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를 더욱더 진행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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