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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답  센서를 사용한 차량 바퀴의 윤폭 / 윤거 획득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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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의 유로 도로에서 사용되는 차종 분류 장치는 차량의 윤폭과 윤거 정보를 산출하는 답  센서를 사용

하는 방식이 일반 이다. 이러한 답  센서는 주행 인 차랑의 바퀴가 할 때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 높

은 내구성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요 소에서 화물차 고속 차로의 운 을 시작하 고, 화물차가 고

속 주행할 때 발생하는 설계 기  이상의 충격으로 인한 손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리 비용의 증가가 

염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  충격에 한 내구성을 향상 시킨 무  답  센서를 사용하여, 통과 차

량에 한 최 의 윤폭 / 윤거를 획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6종 분류 기  , 축수 

분류인 4, 5 종을 제외한 1종/2종/3종 그리고 6종 차량에 해 장 실험을 수행하 고, 윤폭 최  오차 ± 2 

cm, 정확도 98% 이상 그리고 윤거 최  오차 ± 8 cm, 정확도 97% 이상으로 추후 차종 분류 장치 용에 

한 그 유효성을 입증하 다.

ABSTRACT

Vehicle classification system in domestic tollgates is usually to use treadle sensor for calculating wheel width and tread of the vehicle. 

due to the impact that occurs when the wheels of the vehicle contact, treadle sensor requires high durability. recently, KHC(Korea Highway 

Corporation) began operating high-speed lane for cargo truck. high-speed cargo truck generate more impact the design criteria of previous 

treadle. therefore, an increase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sts of the treadle damage is concern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for obtaining optimal wheel width and tread using non-contact treadle sensor that been improved durability from physical impact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a field test was performed using 1/2/3/6 class vehicles based on the KHC's classification 

criteria. through this experiments, maximum error of the width and the tread is each ± 2 cm and ± 8 cm, also the accuracy was measured 

as 98%, 97% or more, and prov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valid on to apply to the vehicle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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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유료 도로 상의 요

징수시스템, 즉 TCS(: Toll Collect System) 와 

ETCS(: Electronic TCS)에서는 통행 차량의 차종을 자

동으로 분류하는 차종 분류 장치가 필요 된다. 이러한 

차종 분류 장치의 차종 정보는 요  부스 혹은 통합차

로제어기에 제공하여, 요  정산 시의 차량 정체 시간

을 최소화 시킨다.

차종 분류 장치의 종류는 이 를 이용하여 차고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식[1], 루 와 피에죠 센서를 이용하

여 축수와 차장을 측정하는 방식[2-3], 카메라 상과 

차량 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식[4-5] 마

지막으로 답 (Treadle)를 이용하여 윤거, 윤폭, 축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그러나 답  

방식을 제외한 측정 방식은 이나 비와 같은 환경 조

건에 민감하며, 한 그 차종 분류 정확도 오차가 답

에 비교하여 상 으로 커서, 국내에서는 일반 도로 

상의 통행 차량 통계에만 이용되며 실제 요  장비에서

는 용되지 않고 있다.  

답 을 이용한 차종 분류 방식은 차량을 진입과 진

출을 검출하는 차량 분리기와 같이 사용되며, 차량분리

기의 정보와 답 에서 출력되는 일련의 신호와 같이 차

량의 윤거와 윤폭 그리고 축수를 생성 한 후, 각 차종

에 따른 기 과 비교하여 차종을 결정한다. 이러한 답

은 국내의  스 치를 이용한 방식[6]과 국외의 

항 소자를 이용한 방식[7]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답 은 차량 통과 시, 차량 무게와 속도에 비례하는 

충격에도 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

고, 일반 차로에 비해 충격량이 큰 ETCS 차로와 화물

차 용차로에서의 최  충격량이 그 기 으로 반 되

어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여 시행 인, 화

물차 ETCS 혼용 차로는 화물차가 정차 없이 고속으로 

답 을 통과하게 되므로, 설계 기 치 보다 높은 충격

량이 답 에 가해지게 되며, 결국 기존 기 으로 설계

된 답 은 손 빈도가 차 증가될 것으로 상된다. 

 스 치와 항 소자를 이용한 답  방식은 그 

감지 소자가 차량의 물리 인 충격에 그 로 노출되며, 

따라서 설계 기  치, 이상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감지 

소자의 수명이 격히 단축 된다. 이에 비교하여, H사

에서 신규로 개발된 무  답  센서는 외선  소

자 배열을 용한 방식으로 차량의 물리  충격이 감지 

소자에 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내구성과 수명을 향

상 시킨 장비이다[8]. 하지만 그 방식의 차이로 기존 답

 제어기와는 호환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에 맞는 

새로운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  답  센서의 신호 패

턴을 분석하고, 유효 신호의 추출 그리고 최  윤폭 / 

윤거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으며, 장 실험

을 통해 추후 차종 분류 장치 용에 한 가능성을 보

다[9-11].  

Ⅱ. 무  답  센서

2.1 기구 구성

그림 1. 무  답  센서 단면  센서 배치

Fig. 1 Non-contact treadle sensor’s cross section

그림 1에 보인 무  답  센서는 차량 바퀴의 진

입/진출 시 을 알기 한 스 링 부와 차량의 윤폭과 

윤거 정보를 획득하기 한 센서 부로 구성되어 있

다. 센서 부는 10 mm 간격으로 횡 방향으로 배열된 

288개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진입/진출 방향으

로 그 배열을 이 화하여, 불량 혹은 손에 비하

다. 이는 차량이 무  답 을 통과 할 때, 반사 이 

붙어있는 SUS 이 가역 범  내의 휨이 발생하고, 이 

때  송신 정보가 반사 에 반사되어 수신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물리  충격이 센서에 직 으로 발

생하지 않아, 내구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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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드웨어 구성

무  답 의 센서 부는 각 48 채  센서 모듈

로 분리 설계되어 있고, 총 모듈 6장이 직렬로 연결되

어있다. 한 각 모듈은 8 비트 시 트 지스터가 직

렬로 6개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 입력 포트에는 10 mm 

간격으로 설치된 외선 센서의 출력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지스터에 획득 신호(P/S)

와 288번의 트리거 신호(CLK)를 주게 되면, 센서 열, 

체의 이미지 정보(SO)를 취득할 수 있다. 

2.3 신호 패턴

그림 2. 무  답  센서 신호 출력

Fig. 2 Non-contact treadle sensor’s signal output

그림 2에서는 무  답  센서의 신호 출력을 보

다. 여기서 SO 신호가 HIGH 인 부분은  정보를 수

신한 부분으로 이는 결국 차량의 좌/우 바퀴가 그 역

을 밟아 스 링의 휨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O 신호의 HIGH 유지 역을 CLK을 기 으로 계수

하여, 각 바퀴의 윤폭과 바퀴간 거리인 윤거 정보를 취

득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패턴에 따라 센서 손 역

을 추출 할 수도 있다.   

Ⅲ. 제안된 윤폭 / 윤거 계산 알고리즘

3.1  처리

차종 분류 장치는 한국도로공사 기 으로 120 km/h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의 차종 정보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기 을 만족시키기 

해, 윤폭/윤거 생성을 해 필요한 최소한의 S1, S2 센

서 배열 샘  수를 5개로 가정하 고, 주행 방향으로 

각 센서의 검지 폭이 3.4 cm 이므로, 120 km/h로 주행

하는 차량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약 10 msec 정도 이 

역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최소의 센서 정보 획득 

주기를 2 msec 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 답  신호  처리 개념도

Fig. 3 Treadle signal & pre-processing diagram

한 답 에서는 차량의 물리  충격으로 인한 기구

의 진동이 축 통과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센서의 향을 주어, 차량의 축수 혹은 진출 방향 계산

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일반 인 1종 차량의 축거가 2m라고 가정하면, 120 

km/h  주행 시, 앞/뒤축으로 인한 유효 정보 발생 간격

은 약 60 msec 이다. 따라서 유효 정보는 20 hz 이하

로 발생하며, 이 이상의 신호는 물리 인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무효 정보라 단할 수 있다. 따라서 20 hz 

이하의 정보만 통과시키기 해, 역통과필터(LPF : 

Low-Pass Filter)를 각 신호 처리 앞 단에 용하 고, 

이후 필터링 된 결과가 윤폭/윤거 계산을 한 함수 블

록으로 입력된다. 단, S1, S2등의 센서 배열 정보는 

외 처리 정보를 포함 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  단인 

ECB(: Exception Control Block)에서 이에 한 처리를 

우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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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호 패턴 분석

그림 4에서는 무  답 의 센서 배열 (S1/S2) 에서 

얻은 필터링 된 288 개의 센서 정보를 센서 4개 당, 

하나의 16 진수로 표 하여, 이를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보 다. 각 16 진수의 크기는 감지된 센서의 개수로 

“003f ffe0”는 총 15개의 센서가 감지된 것을 의미한다. 

로 보인 그림에선 주행 인 1종 차량의 앞바퀴에 

한 정보로 좌측과 우측 바퀴로 인해 각 역에 일정 개

수의 센서가 감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무  답  센서 출력 샘 링 정보

Fig. 4 Non-contact treadle’s output sampling

각 센서 샘 링 정보는 ECB에 입력되어, 보정된 센

서 배열  좌측 바퀴 시작 치 그리고 우측 바퀴 시

작 치 정보로 출력되며, 이와 식(2) 그리고 식(3)를 

통해 샘 링 시 의 바퀴 윤폭과 윤거를 구할 수 있다.

     

                                                (1) 

                                                (2)

                                                (3)

* BS : Bit Stream

* CBS : Corrected Bit Stream

* IDXL/R : (Left / Right) Wheel Start Index

* WWL/R : (Left / Right) Wheel Width

* WT : Wheel Tread

한 그림 4에서 시간에 따라 감지되는 센서의 개수

가 증가에서 감소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주행 

차량 바퀴와 센서 역의 면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차량 바퀴가 센서 역에 완

히 하 을 때, 감지된 센서 개수가 가장 많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외 감지 패턴 

[Case 1. 버블 애러 / Case 2. 상시 감지 애러 / 

Case 3. 복륜 바퀴]

Fig. 5  Exception of sensing patten

[Case 1. Bubble Error / Case 2.. Constant Detect 
Error / Case 3. Dual Tire Wheel] 

3.3  외 처리

답  센서에서 입력된 정보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

해 그림 5와 같이 비정상 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 ECB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보정하여, 좌측/우

측 바퀴에 한 처리 정보를 출력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3.3.1 버블 에러 정정

타이어의 공기량, 주행 특성, 자체 불량 등의 여러 

이유로 차량 바퀴에 하는 답  역에서 센서 반

사 에 가해지는 힘이 균일하지 않아, 그림 6과 같이 

 역 내에 미 감지 부분이 마치 물방울처럼 존재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버블 에러 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다.

STEP 1 - 센서 정보에서 좌에서 우 방향으로 검색하

고, ‘1’이 검색된 지 을 Index로 장한다.

STEP 2 - 검색된 ‘1’ 다음 치의 값이 ‘1’일 경우, 그 

치 값으로 Index 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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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값이 ‘0’ 일 경우,  치에서 차수 치까

지 ‘1’ 존재하면, 그 사이 값을 ‘1’로 변경하

며, 존재 하지 않으면,  Index 값에 차수

를 더한다.

STEP 4 - [ STEP 1 ~ STEP 3 ] 과정을 Index가 288 

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그림 6. 버블 에러 정정 (차수 : 1)

Fig. 6 Bubble error correction

장 실험을 통해 버블 에러 발생 시, 부분의 경우 

 역에서 미 감지 개수는 1 이상의 값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차수를 2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불규칙 으로 계산 윤폭이 실제 윤폭보다 크게 

나오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따라서 최종 

차수는 1로 용하 다. 

3.3.2 상시 감지 에러 정정

그림 7. 상시 감지 에러 정정

Fig. 7 Constant detect error correction

답 은 기 불량 혹은 노후에 의한 반사  손으

로 바퀴가 되지 않은 역에서 상시 감지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이런 상태가 발생되면, 오

감지는 계속 유지되며, 시간에 흐름에 따라 그 역이 

확장되기도 한다. 이는 윤폭과 윤거 그리고 축수 계산

에 큰 오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향을 

최소화 하는 처리가 필요하다. 

 에러의 정정은 차량 진출 시에도 감지를 계속 유

지하고 있는 센서 치를 유효 마스크 배열에 장하

고, 다음 차량이 진입 시에 발생하는 정보와 XOR 처리

하며, 그 결과를 다음 단계로 달하는 과정을 반복하

는 것으로 수행된다. 한 이러한 오 감지는 차량의 충

격에 따라 정상 상태로 천이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배열의 내용은 기화되지 않아야 한다. 그림 7

에는 T1-T2-T3 단계를 거치며, 상시 검지 에러를 정

정하는 를 보 다. 이 방식은 단순하고, 동작 기에

는 에러의 향이 발생하지만, 차량 통과 수가 

됨에 따라 차 으로 보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3.3 복륜 바퀴 처리

화물차 혹은 버스 같은 차량은 첫 축을 제외한 나머

지 축의 각 바퀴가 일정 공백을 갖는 2열 형태의 복륜

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런 차량이 통과할 경우, 그림 8

에서와 같이 1열부터 4열까지 총 4개의 감지 역이 발

생한다. 따라서 1열과 2열은 좌측 바퀴, 3열과 4열은 우

측 바퀴를 의미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종과 3종의 

구분하기 한 최  윤폭을 복륜의 각 열과 공백을 더

한 체 길이로 취 한다. 때문에 일반 바퀴와 다르게 

열을 합치는 외 처리가 필요하다.

그림 8. 복륜 바퀴 윤폭 계산

Fig. 8  Wheel width processing for dual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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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륜 바퀴의 열간 공백(이후 열간 공백)을 윤폭 계산

에 포함시키기 해서, 최소 열간 공백과 최소 윤거 그

리고 최소 윤폭에 한 기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국내에서 가장 작은 경차의 재원을 기 으로 최소 

윤폭을 4cm, 최소 윤거를 100 cm로 정하 고, 1종 소

형 화물차를 기 으로 최소 열간 공백을 5 cm로 정하

다. 이를 통해 감지 역간 거리가 최소 열간 공백 

이상이며, 최소 윤거 이하 일 경우, 그 거리와 각 검지 

역의 총 합을 복륜 바퀴의 윤폭으로 산정하며, 최소 

윤거 이상일 경우에는 윤거로 취 한다. 단, 센서 오 검

지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처리로 윤폭 값이 실제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윤

폭 이하의 감지 역은 무효 정보로 취 하고  처리

를 생략한다. 

3.4 표 윤폭 / 윤거 선택

바퀴와 답 의 되는 순간, 2 msec 간격으로 이

 장에서 언 한 단계별 처리를 통해, 윤폭과 윤거 정

보가 생성된다. 이 게 발생된 다수 개의 윤폭과 윤거 

정보들은 바퀴의  상태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 차량 바퀴와 가장 근사치의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 기 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9. 최  윤거 / 윤폭 취득

Fig. 9 Optimal wheel width & tread aquisition

                                       (4)

                                            

(5)

                                            

 (6)

최  윤폭/윤거 선정을 해 취득된 좌/우 윤폭과 윤

거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이를 간 값 방식과 

평균 값 방식으로 입하는 실험을 통해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9에 보 다. 평균 값 결정 방식의 경우, 

차수에 따른 최 /최소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평

균 내는 방식으로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나, 식(4)

와 식(5)와 같이 계산 오류 샘 이 차수를 통해 제외되

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값과 큰 차이를 갖는 단 이 있

다. 한 간 값 결정 방식의 경우, 잡음 성분이 처리

되지 않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식(6)과 같이 계산 

오류 샘 이 비교  많은 경우에도 큰 오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실제 차종 분류에서 차종 간 윤

폭/윤거의 범 는 큰 정확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윤폭/윤거 표 값의 안정 인 선정에 

우선하여, 간 값 선정 방식을 최종 선택하 다.  

Ⅳ. 실험

그림 10. 실험 환경

Fig. 10 Experimental environment

제안된 윤폭/윤거 획득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해서, 

그림 10에 보인 것과 같이 지방의 한 무인 도로에 무

 답 을 포함한 련된 장비를 설치하 다. 한 6종

(경차), 1종(승용차), 2종(미니버스), 3종( 형화물) 차량

을 각 1  씩, 40 km/h ~ 80 km/h 사이의 정속으로 

100 회 반복해서 주행 통과 실험을 하여, 산출된 각 차

종별 윤폭 / 윤거 정보를 제작된 로그램을 통해 수집



무  답  센서를 사용한 차량 바퀴의 윤폭 / 윤거 획득 알고리즘 개발

 633

하 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 다.  

그림 11은 수집된 정보를 차종 별로 분류한 그래

를 보 고, 표 1에서는 그 분석 정보를 수치화하여 나

타 내 다. 제안된 방식을 통해 산출된 윤폭과 윤거는 

차종에 따라 그래  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으며, 

실제 각 차종의 재원과 비교하여 각각 최  약 ± 2 

cm, ± 8cm 오차를 보 다. 한 정확도는 윤폭은 98% 

그리고 윤거는 97% 이상으로 계산되었다. 3종 형 화

물차 윤거의 경우는 비교  큰 최  20 cm의 오차가 

발생하 는데, 이는 재함에 화물이 없는 계로 뒷바

퀴 측이 가볍게 되어, 복륜 바퀴의 열이 최소 윤폭이하

로 감지된 경우로 분석되었다. 

그림 11. 실험 결과

Fig. 11 Experimental result

이 장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식이 각 차종을 

분류하기 해 신뢰성 있는 윤폭/윤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 무  답  센서를 사용한 

차종 분류 장치에 용이 유효함을 증명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무  답  센서의 신호를 획득/분석/보

정/선택 단계를 통해 차종 분류 장치에 용 가능한 윤

폭/윤거 산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식은 

기구 /하드웨어의 외 인 오류를 포함한 각 처리를 

최 한 단순화 시켜, 고속의 차량 주행에도 충분한 원 

신호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한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윤폭/윤거 값을 산출할 수 있었고, 장 실험과 

분석을 통해 그 유효성을 증명하 다.

이 후, 본 논문에서 고려되지 않은 아래와 같은 외

인 상황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 실제 장비 운  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주행 

패턴  바퀴 공기압 특성에 따른 오차의 보정 방법

2) 최근 재원이 1종과 유사해지는 6종 경차를 신뢰

성 있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러한 외상황에 한 추가 연구 후에 

실제 차종 분류 장치에 용하고, 한국도로공사 6종 분

류 기 을 만족시키는 작업이 별도로 요구된다.

표 1. 윤폭 / 윤거 산출 정확도

Table 1. Wheel width & tread aquisition accuracy

Class AWW CAWW Accuracy(%)

6 13 12.82 98.61

1 18 18.20 98.85

2 43 42.82 99.58

3 57 56.79 99.63

Class AWT CAWT Accuracy(%)

6 119 118.07 99.22

1 142 140.39 98.85

2 152 150.84 99.23

3 202 196.43 97.16

* AWW : Actual Wheel Width

* AWT : Actual Wheel Tread

* CAWW : Calculated Average Wheel Width

* CAWT : Calculated Average Whee T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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