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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통행 시간의 측정 방법 중 하나인 CCTV를 활용한 주행 차량 조사법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측정한다.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 기준인 통행 시간과 지체 시간에 대하여 알아본다. 신호등 간격이 넓어서 연속적인 교통류 특성을 

갖는 곳에서 측정을 하도록 한다. 반대편의 교통류가 충분히 식별 가능한 구간이어야 하고, 구간의 끝부분에서는 유턴이 가능해

야 한다. 이 방법은 측정차량의 운전수만 있으면 CCTV와 프로그램이 알아서 측정하고, 시간, 거리, 교통량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 없다. 

키워드: 주행 차량 조사법(moving vehicle method), 통행시간(travel time), 지체시간(delay time)

I. 서 론

주행 차량 서비스란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

여 차량의 속성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 
시간당 교통량이란 한 시간당 통과 차량 대수를 말하며, 용량 

분석, 교통 제어 방법 결정, 가로 및 교차로의 기하 구조 설계 시 

사용된다[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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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통행 거리를 차량의 통행 

시간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3].
교통 밀도란 일정 시간 내에 있어서의 단위 길이의 주행 차로에 

있는 차마의 대수를 말하는데 교통 밀도는 통상 대/㎞로 표시한다

[4]. 또한 밀도는 실시간으로 운전 시간 추산을 업데이트하거나 잠재

적 문제 영역을 경찰에 경고하는 데 사용된다[5].

II. 주행차량 조사법

이 방법은 최소한 2km정도의 도로 구간 내에 평면 교차로가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주행 차량 조사법은 신호등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서 교통류의 특성이 연속적 특성을 나타내는 곳에서 

적당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반대편의 교통류가 식별 가능해야 하고

구간의 끝에서는 유턴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속 교통

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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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차량에 보통 CCTV 한 대가 달려있는데 주행 차량 조사용 

차량에는 그림 1과 같이 두 대의 CCTV가 달려 있어서 반대 방향의 

교통량까지 측정 한다. 
일반적으로 한 방향 당 6회의 주행과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정 절차를 주는데, 보정 절차로는 측정차량이 추월한 대수에서 

측정차량을 추월한 대수를 뺀다. 

그림 1. 측정 차량

Fig. 1 Measur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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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측정방법

측정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W에서 출발해 E로 주행하며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는 교통량 C만을 기록한다. E에 도착하면 시간 Te
를 기록하며, 방향을 바꾸어 가는데, 반대편 교통량은 측정하지 않고 

조사차량을 추월하는 교통량 Ot와 추월되는 교통량 Np를 촬영한다.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 Tw를 기록한다.

그림 2. 측정 방법

Fig. 2 Measure Method

반대방향 교통량은 다음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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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통행 시간은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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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d와 통행시간 Pt를 얻었고 이제 공간 평균 속도를 식 3과 

같이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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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통 밀도를 식 (4)와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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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제시한 CCTV를 활용하여 교통량을 측정

하였다. 연속적인 교통류 특성을 갖는 곳에서 측정 하였다. 그리고 

신호등의 간격이 충분히 넓으며 도로 구간의 끝에서는 유턴이 가능

한 지역에서 측정하였다. 반대편 차량의 교통량을 카메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측정하였다. 총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동차 내의 CCTV에 연결하여 평균 통행 시간, 공간, 평균 속도, 
그리고 교통 밀도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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