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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교차로 상기록장치 시스템으로서 교차로 구간 상과 신호등 시 상을 수집하여 하나의 

상정보로 통합한 후 앙센터로 송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교차로 상과 신호등 시 상을 획득하는 

상 획득 과정과 획득한 두 상을 단일의 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앙센터로 송하고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고 발생시 유고정보를 신속히 하여 2차 사고를 방하고 사고의 

원인을 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분쟁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rsection image recording system for transmitting to the central center after integrating the intersection image and signal split 

image into one image information. The system was configured to collect the intersection image and the signal split image and transmitted to the 

central center after integrating images into one image and recorded. The system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a secondary accident 

by immediately propagate the accident information and reduce the time it takes to dispute and determine the cause of the accident.

키워드

Intersection Monitoring System, Image Recording System, Accident Analysis Device

교차로 감시 시스템, 사고 분석 장치, 상 기록 시스템

Ⅰ. 서  론

우리나라 교통여건은 표1처럼 차3.4%(73만 ) 증

가(‘13년 2,152만 →’14년 2,225만 )로 국민 다수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 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교통사고는 구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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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10 ‘11 ‘12 ‘13 ‘14

korea 2.6 2.4 2.4 2.2 2.0

OECD

average
1.1 1.2 1.1 - -

Divison Contents

1Step

Road condition, the road surface (package 

type and state, a wet state, frozen state) in 

a linear gradient, the road width, road surface 

display various traffic safety and display

2Step
Skid Mark, Trail braking the wheel, lost or 

scratched, non-vehicle products, water, oil, etc

3Step
The final stop position: the final location of 

the accident and the vehicle involved

4Step
Technical Specs and specific requirements 

of vehicle-related accidents

5Step
Damage to the car accident site 

evaluation: Car damaged status

6Step
Accidents involved injury data recording 

area
7Step Accidents involved declaration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당 교통

사고 사망자가 2.0명으로 OECD 평균(1.1명)의 두 배 

가까운 수 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비용은 한

해 24조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1].

 표 1. 차량 1만 당 사망자 : 2..0 (‘13년 2.2명 → ’14년 2.0명)
Table 1. Deaths Per 10,000 vehicles : 2.0(13Year 2.2 →   
                     14year 2.o people)      (year)

특히 교통사고의 총 사고건수 약 44.3% (총 

223,552  99,068건) 상당수가 평면교차로 내  평

면교차로 부근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유형은 차

사람, 차 차, 차량단독, 건 목에서 발생하며 교통사

고의 부분이 신호 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2]. 통 인 사고분석과정은 7단계로 나 어지며 정

확한 분석을 해 사고 재  로그램

(HVE,PCPC-Crash)등을 활용하고 있다. 

 표 2. 사고 분석 7단계
Table 2. Accident analysis Step 7

표2는 사고 분석의 7단계 과정으로 사후 정보에 

한 원인 규명체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정보들에 의한 원인 규명은 사고 장 훼손 가능성 

 정보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호 반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자동차용 상 사고기록장치)의 상 기록

이나 목격자 진술이 사고 원인 분석에 인 향

을 끼친다. 하지만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임의 차

량이 항시 교차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사고 

상을 기록했다하더라도 상 확보의 불확실성이 잔

재한다. 한 목격자의 진술내용은 상황과 이해 계에 

따라 주 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명확한 사고 정황을 악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으며, 원인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실을 감안하여 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나 교차로감시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고 주요 교차로를 심으로 차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는 교차로

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의 교통사고 상황을 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 등의 기록장치에 동

상으로 실시간 장하거, 필요한 경우에 다시 재생

하여 교통사고의 원인과 경 를 분석하는 장치이다. 

교차로감시시스템은 교차로 구간에 상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교차로 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고/혼잡 상황 발생 시 즉각 인 응과 가해자․피

해자 악에 활용하며, 교통흐름을 24시간 악하여 

신호체계 개선에 활용한다[4]. 그러나 이러한 높은 활

용가치에도 불구하고 설치/운 상의 제약조건과 기

에 못 미치는 장비의 성능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등 

기존 장비에 한 고찰을 수행하고, 교통사고 기록장

치의 개선 방안과 설치효과 분석을 토 로 개선된 교

통사고 상기록 장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2.1 교차로 교통사고 기록장치 개요

교차로 교통사고 기록장치는 크게 교통사고 자동기

록장치와 교차로 상감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통합 상정보 생성을 활용한 교차로 상기록장치 시스템 구 에 한 연구

 785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는 국에 12개소가 시험 으

로 설치되어 운 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자동검지율이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개소 당 설치비용이 약 

2,000만원∼3,000만원으로 높아 국 으로 확  설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1. 교차로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시스템 구성도

Fig. 1 Intersection traffic accident automatic 

recording Equipment system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그림 1)가 보편화되지 못하

게 된 근본 인 원인은 교통사고 검지방식에 있다[4]. 

국내에서 용하고 있는 상검지기법은 상을 기반

으로 하기 때문에 일몰, 일출, 우천, 야간의 각종 조명 

등 주변 환경의 향에 민감하게 동작하여 교통사고 

오인식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상기반 교통

사고 검지기법이 가지는 한계 으로 시스템의 안정

인 운 을 해 상분석과 음향분석의 병렬검지방식 

등 다양한 방향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반 로 교차로 상감시시스템(그림2)은 교차

로 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시 녹화가 주요 기능

으로 시 에 매되고 있는 상용제품으로도 충분히 

구축이 가능하다. 구축비용이 개소 당 약 500만원∼

1,000만원으로 렴하여 국 으로 확  설치되고 있

다[5]. 

그림 2. 교차로 감시시스템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Intersection monitoring 

system

하지만 교차로감시시스템의 수집 상 범 는 단순

히 교차로 구간에만 한정되어 있어 신호 반 교통사

고의 원인규명에 직 인 단 근거가 되는 시정

보를 악할 수 없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호 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의 사고조사 담당자

는 사고원인 규명을 해 교차로감시시스템의 수집

상과 신호 시정보를 비교/ 조하는 작업을 일일이 

수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가져야만 했다.

2.2 신호 반 교통사고 사고원인 규명

그림3에서 보듯이 교차로감시시스템이 설치된 구간

에서 신호 반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

명을 해 교차로 상정보와 신호 시정보가 사고조

사담당 에게 제공된다. 사고조사담당 은 제공받은 

정보를 토 로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동선과 주

인 차량속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고 사고 발생 시

각의 시상황을 분석한다. 사고조사가 순조롭게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작업에는 까다로운 차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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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차로 상정보와 신호 시정보

Fig. 3 video Information and Signal  splite 

information at the intersection

이 듯 신호 시정보와 상정보의 이원화로 인해 

해당 교차로의 사고 당시 상황을 한 에 악하기 어

렵고 사고분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4]. 

2.3. 개선된 교통사고 상기록장치

가. 시스템 개요

개선된 교통사고 상기록장치는 교차로 상 정보

와 신호등 시 상 정보를 하나의 상정보로 통합

하고 앙센터로 송하여 스토리지(Storage) 등의 

장장치에 동 상을 실시간으로 장하는 시스템으

로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과 경 를 신속

히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 시스템 설계 차

Fig. 4 System design process

그림4에서 처럼 교차로 상(1 video)과 신호등 

시 상(3 video) 총 4개의 상을 하나의 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4개의 상을 센터로 송하는 시

스템보다 트래픽 발생을 75% 감소할 수 있으며, 장

장치의 요구용량 한 75%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 인 감소효과보다 더 요한 것은 생성된 상

정보의 신뢰성이다. 기존 교차로 상 정보와 신호 

시 정보를 운 자가 일일이 비교/ 조하여 교차로 내 

돌발상황의 신뢰성을 확인했다면 본 시스템은 교차로 

구간 상과 신호등 시 상이 동일한 시각에 통합

되어 생성되므로 별도의 신호 시 정보와의 조 없

이 돌발상황 발생 시 신호 시를 확인 할 수 있다. 

나. 상처리를 한 하드웨어 구성

본 시스템의 장 설비(그림5)에는 교차로 구간의 

상 정보 수집을 한 돔 카메라(Dome Camera), 신

호등 시 상 정보 수집을 한 고정형 카메라(Box 

Camera), 상 정보를 가공하여 통합 상정보로 생성

하는 Main Controller, 네트워크 송장비로 구성되며 

앙센터는 상 장 장치(Storage)와 운 단말(Client 

Software) 등으로 구성된다. 이  Main Controller는 

교차로 구간 상과 신호등 시 상을 Video 

Capture Card(PCI Type)를 이용하여 NTSC 방식으로 

아날로그 상을 입력받아 이미지 샘 링(Sampling), 

양자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신호로 변환한다. 이 게 변

환된 상 신호는 가공/압축 과정을 거쳐 앙센터로 

송된다. 앙센터에서는 통합 상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운 단말(Client Software)과 통합 상을 

장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성된다.

그림 5. 하드웨어 구성도

Fig. 5 Hardwar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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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캡쳐카드(그림6)는 외부의 상수집장치로 부

터 입력되는 비디오 이미지를 샘 링해서 컴퓨터에 데

이터 형태로 입력하는 장치이다. 단순히 상 신호를 

데이터화시켜주는 기능을 벗어나 소 트웨어와 하드웨

어 압축  편집을 지원해주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 방

식에 따라 USB부터 PCI, PCIe 등 복합 인 컴퓨터 호

스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HDMI, SDI, DVI, BNC 

 RCA 등 다양한 입력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SDI 4채  입력 비디오캡쳐카드를 사용하

으나 고화질의 상 수집을 목 으로 할 경우에는 

HD 지원 비디오 캡쳐카드를 사용하여도 된다[8-9].

그림 6. 비디오 캡쳐 카드 

Fig. 6 Video Capture Card

다. 상 데이터 처리를 한 구성

그림 7에서 보는것과 같이 각각의 상정보는 Main 

Controller의 통합신호생성 S/W를 통해 하나의 상정

보로 통합되어 RTSP( : Real-time Streaming 

Protocol) 방식으로 센터에 송된다[7]. 표 송방식

을 채택으로 앙센터의 기존 상수집장치(스트리  

서버, 디코더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7. 소 트웨어 구성도

Fig. 7 Software Configuration

라. 상 데이터 압축 방식

■ OpenCV(: Open Source Computer Vision Library) 

OpenCV는 인텔에서 개발한 실시간 이미지 로세

싱에 을 둔 라이 러리이다. 기  상처리서부터 

고  수 의 상처리까지 상당한 양의 알고리즘들이 

함수로 구 되어 있다. 오 소스 이면서도 BSD 라이

센스 하에 있기 때문에 연구  상업용으로 이용  

변경 구 이 가능하다. C와 C++로 구 되어 있고 

Java, 안드로이드로도 구 할 수 있으며 도우, 리

스, 안드로이드 그리고 MacOS 모두 지원한다.

■ MPEG-4(: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4)

MPEG-4는 고품질의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으로 

역폭이 은 통신매체에서도 송이 가능하고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 할 수 있는 A/V(：Audio/Video) 표

 부호화 방식으로 참조모델은 그림8과 같다. 

MPEG-1과 MPEG-2가 화면 단 로 부호화하는 반면, 

MPEG-4는 상 내에 존재하는 객체 단 로 부호화하

여 객체 단 의 편집/ 작  사용자 화형 인터페이

스 기능을 제공하고 송 에러에 강하기 때문에 이동 

통신망  인터넷망과 같은 환경에 합하다[2].

그림 8. MPEG-4 참조 다이아그램

Fig. 8 MPEG-4 reference diagram

마. 상 데이터 송 방식

■ RTSP(:　Real Time Streaming Protocol)

RTSP(실시간스트리 로토콜)는 실시간으로 음성

이나 상을 송수신하기 한 통신 규약이다. 오직 

송을 한 로토콜로 장공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고화질 상을 빠르게 송할 수 있다. RTSP는 H.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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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패킷 포맷을 지정하

기 해 RTP(：Real Time Transport Protocol)를 사

용한다. 그러나 H.323이 당한 크기의 그룹 간의 회

상회의를 해 설계된 데 반해, RTSP는 규모 그룹

들에게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를 효율 으로 로드

캐스트 하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다[7].

■ RTP(：Real Time Transport Protocol)

RTP는 오디오, 비디오  시뮬 이션 데이터와 같

은 실시간 데이터를 멀티캐스트 는 유니캐스트 네

트워크를 이용해서 송하는 응용 서비스에 알맞은 

단말- -단말 네트워크 송 기능을 제공한다.  RTP

는 자원 약을 수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 달, 

순차 달과 같은 서비스 품질도 보장하지 않는다. 

RTP 데이터 송 기능은 제어 로토콜에 의해 확장

되는데, RTCP라 불리우는 이 제어 로토콜은 데이

터의 달 상황을 감시하며, 최소한의 제어 기능과 매

체 식별 기능을 제공한다. RTP와 RTCP는 하 의 

송  네트워크 계층에 무 하게 설계되었다.

바. 통합 상정보신호 생성 기법(실제 상화면을    

단계별로 추가삽입)

통합 상정보는 그림9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의 

상 의 각기 다른 3개의 상을 Overlay 시켜 하나

의 상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각기 다른 

3개의 상은 신호등 정보로 체 상  신호등이 

표출되는 부분만 잘라서 활용한다. 통합 상정보 생

성을 해 OpenCV에서 제공하는 라이 러리를 사용

하 다. 이 게 생성된 통합 상은 ffmpeg 라이 러

리의 MPEG-4 코덱을 이용하여 압축하 으며 RSTP 

송방식으로 송한다.

그림 9. 알고리즘 차도

Fig. 9 Algorithm Procedures

그림10처럼 교차로 구간 내의 상을 확보하는 교

차로 상 수집 카메라의 화각은 최 한 교차로 구간 

역을 범 에 두는 것이 당하다. 해당 지 에 교차

로감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교차로감시카메라 

상을 분기해서 본 시스템에 용하는 방법도 안

이 될 수 있다.

(a) 평면도 

(a) plan 

(b) 실제 교차로 상

(b) actual viceo
그림 10. 교차로 평면도  실제 교차로 상

FIg. 10 plan and the actual video at the 

intersection

신호등 시 상을 확보하기 해서 각각의 카메

라가 목표로 하는 신호등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a) (b) (c)
그림 11. 실제 신호 시 상

Fig. 11 the actual Signal Splite video

(1) 상캡쳐카드로 부터 Raw Video Data 불러오기

ffmpeg에서 video frame을 decode하면 기본 으로 

YUV420p 포맷을 기 으로 decode되며, 이를 Win32 

환경에서 보여지기 해서는 RGB24로 변환해야한다. 

ffmpeg compile시에 --enable-swscale 옵션을 용하

여, sws_getContext 함수와 sws_scale() 함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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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비디오 캡처 카드는 외부의 상 수집장치( 를 들

어,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비디오 이미지를 샘 링해

서 컴퓨터에 데이터 형태로 입력하는 장치이다. 단순히 

상 신호를 데이터화하는 기능을 벗어나 소 트웨어

와 하드웨어 압축  편집을 지원해 다. 사용 방식에 

따라 USB부터 PCI, PCIe 등 복합 인 컴퓨터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HDMI, SDI, DVI, BNC  

RCA 등 다양한 입력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본 발명

에서는 SDI 4채  입력 비디오 캡처 카드를 사용하

으나 고화질의 상 수집을 목 으로 할 경우에는 HD 

지원 비디오 캡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게 변환된 디지털 상은 통합 상 생성부에 

입력되며, 통합 상 생성부에서 변환된 디지털 교차

로 상과 신호등 시 상을 통합하여 단일의 통합 

상 정보를 생성한다. 

(2) OpenCV 이미지로 변환

OpenCV의 cv::Mat 클래스는 데이터 행렬을 나타

내기 한 클래스로 상 데이터를 담고 연산하기

해 사용된다. 상을 가공하기 해서는 픽셀단 로 

근해야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클래스이다.

(3) 상 Overlay

4개의 상을 하나의 통합 상을 생성하기 해서

는 교차로 상을 주요 상으로 두고 나머지 3개의 

신호등 시 상을 잘라 Overlay 시키는 과정을 진

행한다.

(4) 시간 Overlay

통합 상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표  시간과 동

기화된 시간 텍스트를 Overlai 시킨다.

(5) 상 압축과 송

ffmpeg을 이용하여 MPEG-4 방식으로 상 압축

을 하여 RTSP을 이용하여 센터로 송한다. 이를 

해 장의 main controller는 RTSP 서버가 구 된다. 

RTSP 서버는 장의 통합 상을 앙센터의 클라이

언트에게 스트리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TSP 서버

는 RTSP 데이터의 송을 한 TCP 소켓과 RTP 

데이터를 한 UDP 소켓을 리하는 Socket 모듈과 

동 상 스트림을 RTP 패킷으로 만들어 송하고, 클

라이언트의 패킷 손실과 지터(jitter) 등의 피드백

(feed-back) 정보를 통해 송률을 조정하는 

Streamer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6].

그림 12. RTSP 흐름도

Fig. 12 RTSP Flow chart

2.4 장 용

지  선정 기 으로는 교통 CCTV 구조물이 존재

하는 평면교차로  십자 형태의 사거리로 야간 상 

화질을 고려하여 도심 구간 내로 한정하 다. 

그림13 시범사이트로 선정된 주 남여상사거리

는 교통 CCTV 구조물이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어 카

메라 암(ARM) 설치가 용이하며, 신호등 상 확보에 

유리하다. 카메라 암(ARM)은 도로면에서 12m 높이

에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 으며 암

타이밴드를 이용하여 기존 교통 CCTV 구조물에 고

정하 다.

(a) 설치

(a) Pre -installation

(b) 설치

(b) Installation

© 설치 후

(c)After installation

(d) 설치 후

(d) After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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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설치 후

(e) After installation

(f) 설치 도면

(f) Manufacturing drawings

그림 13. 장 설치도( 주 남여상사거리)

Fig. 13 On-Site installation(intersection of 

chonnam girl’s commerce high school)

2.5 검증결과

실제 교차로 신호운 정보와 장설치 장비의 데이

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 그림14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실측데이터와 시데이터는 거의 일치하

게 나타났다.

그림14. 검증결과 도표

Fig. 14 Test results

III.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교차로 신호등의 정보와 교차로 

상을 하나의 상통합데이터로 처리하여 앙센터

로 송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교차로 사고감시시스템

의 단 을 보완하여 하나의 상에 신호등정보와 교

차로 상을 통합하는 방식을 실 하여 용량의 정

보를 압축기법을 활용하여 역폭  장공간을 

약할 수 있고  교차로의 사고해결에 보다 효율 이고 

정확한 상기록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교통신

호 제어기의 시정보와 생성된 정보를 비교 검증한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하여 ITS 교통안 감시 분야, 교차로 사

고기록장치 분야, ITS 신호정보 응용분야 등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한 본 연구의 성과

를 확장하고 개선하여 실시간 송시스템(RTSP)개발, 

상분석기술 용을 통한 교통안 시스템의 개발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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