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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발전에 따른 차량의 증가는 교통사고건수 증가

를 가져왔다. 교통사고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및 민

간 부문의 교통사고 감소대책과 사고감소를 위한 노력

의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속차량의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교

통사고에 가장 치명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전체 교통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통계에서 차량의 과

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건수로는 Fig. 1와 Table 1에

서와 같이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

만, 교통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28.0%으로 다른 어떤 

위반에 의한 사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교통체계의 안전 효율성 증진 방법으로는 3E, 즉 교

육(Education), 공학(Engineering), 단속(Enforcement) 이 

있다. 특히 이중에서 단속(Enforcement)은 가장 효율적

Fig. 1. Status of traffic accidents by violation of injured driver 
regulations(2015 year).

이며 과속차량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현재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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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ortality rate by the violation of the law for the 
past three years(2013, 2014, 2015 years)

Per violation of the law
Occurrence
(number)

Death
(person)

Injured
(person)

Mortality 
rate(%)

sum 232,035 4,621 350,400 2.0

speeding 593 166 1,068 28.0

Center line invasion 11,998 412 20,561 3.4

Signal violation 26,511 382 44,198 1.4

Unsafe safety distance 21,708 86 38,526 0.4

Failure of safe driving 130,511 3,165 187,592 2.4

Intersection violation 14,671 62 23, 0.4

Violation of pedestrian 
protection duty 

7,582 171 7,974 2.3

Etc 18,421 177 27,419 1.0

와 전국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 운영 중에 있

다.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설치효과 분석 연구 결과 시

스템 설치 전/후 교통사고가 평균 28% 감소하였으나 대

부분 운전자들은 시스템 설치 후방에서 급속히 속도회

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속도회복구

간에 사고경고표지판이나 이동식 속도측정기를 설치하

면 운전자들의 운전행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이동

식 단속카메라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1개 차로만 단속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시에 2개차로 이상 단속이 가능

한 이동식 다차로 속도측정기를 개발하는 데 있다.

2. 관련문헌 고찰

차량의 속도위반을 자동으로 검지하는 무인자동단속

시스템의 검지기는 루프검지 방식으로, 이동식 속도측정

기는 레이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차량의 속도측정

기술과 관련하여 현재 연구개발 되고 있는 차량의 속도 

검지 방식과 관련된 문헌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2.1 루프식 검지 방식

현재 운영 중인 자동과속단속시스템의 속도검지기에

는 루프검지를 사용하고 있다. 강정규의 연구에서는 이

중 루프검지기의 속도정확도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을 위해, 자동과속단속시스템은 자동차의 제한속도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속도를 측정한다. 이때 자동차 속도

는 지점속도(spot speed)로서 임의의 지점에서의 순간속

도이다. 차량의 속도는 단위시간(시, 분, 초) 동안 차량이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개의 고정된 루프검

지기를 이용하여 개별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경우, 두 지

점 간 루프간격 d는 고정되어 있고 이 두 지점을 통과하

는 시간 t1과 t2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 한다5).

  


 = 두지점간 간격(m)

 : 첫 번째 검지기의 검지 시작 시간(초)

 : 두 번째 검지기의 검지 시작 시간(초)

차량의 동일한 특정부분이 두 개의 루프를 통과하는 

시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속도측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2.2 레이저 검지 방식

레이저 검지방식은 비매설식으로 한 개의 레이저 광

원에서 다수의 임펄스 레이저 광을 일정한 간격으로 발

사시킨 후 반사되어 돌아오는 광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

하고 단위시간 당 거리 변화율을 산출하여 이동하는 차

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법은 지상 4.5 m의 높이에서의 고정식 과속 차량 검

지시스템에서는 정확도가 낮고 주변 환경에 따른 한계

점을 갖고 있다. 레이저 검지기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하여 국내 고정식 과속단속시스템에서 레이저 검지기

는 전무한 상태이며, 도로현장 1.2 m의 높이에서 단속 

운영하는 이동식 과속단속시스템에 이용이 되고 있다.

1) 레이저 측정원리

(1) 거리 측정

시간비행법(TOF : Time Of Flight)은 Fig. 2와 같이 

레이저 펄스를 발사한 후 목표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

는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시간차를 측정하여 거리로 환

산하는 방법이다9). 

Fig. 2. Mobile speed meter measuremen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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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 측정

레이저는 정확한 주기의 레이저를 발사하고 목표물

체의 이동을 포착하여 Fig. 2와 같이 단위시간당 이동

거리를 측정하여 속도를 환산한다. 

2.3 영상 검지 방식

영상처리기술에 의한 과속차량 탐지시스템은 카메

라 센서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차량의 영상을 입력받아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과속차량을 탐지하는 시스템

이며, 차량을 추적하고 속도를 계산한다. 먼저 과속단

속카메라로부터 프레임과(T+m)에 수집한 차량영상정

보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추출하고 차량 

번호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위

치 정보를 얻는다.

(T)프레임과 (T+m)프레임에서의 해당 차량의 위치

정보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계산하며 인식된 차량 번

호를 통해 차량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과속 여부는 계산된 동일 차량의 속도가 기준치에 

초과하면 과속으로 간주하며, 과속인 경우 인식된 차

량을 저장하여 판단한다6).

3. 이동식 다차로 속도측정기 알고리즘 개발

이동식 다차로 측정기 연구는 주·야간 구분 없이 다

수의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멀티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2차로 이상의 속도를 측

정하는 과속단속용 이동식 다차로 속도측정기는 기존

의 싱글빔 레이저로 한 개 차로의 속도만 측정하는 속

도측정기에 비해 측정 속도의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어 경찰 단속업무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고속 레이저 측정기술, 실시간 레이저 신호처리 기

술, 고해상도 카메라 및 렌즈 연동기술, 야간 고효율 

투광 기술 등을 융합하여 Fig. 3과 같이 다수개의 레이

Fig. 3. Principle of measuring multi-lane mobile speed meter.

저를 일정한 각도로 분산 발사하고 각각 반사된 신호

를 수신함으로써 동시에 다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밤과 낮 구분 없이 정확하게 측정가능하다. 

3.1 속도측정 알고리즘 개발 및 에러처리 보정

이동식 다차로 속도측정기 알고리즘 순서도는 Fig. 4

와 같다.

Fig. 4. Flow chart of speed measurement algorithm.

1) 최소제곱에 의한 속도계산 알고리즘

가) 물체가 이동한 만큼의 거리의 변화를 측정하여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를 환산하여 속도를 산출한다.

나) 예시 : 레이저의 발사 주기가 2 ms이고 속도가 100 

km/h로 이동하는 데이터라면, 속도 계산은 다음과 같다.

ⅰ. v=


,s=v*t=100km/h*2ms =


*2ms

=



*2ms=


=


=0.056m

단위 변환 [km/h]=[m/ms *3600]

레이저 발사주기[ms] 거리변화[m]

2.00 35.00 

4.00 34.94 

6.00 34.89 

8.00 34.83 

10.00 34.78 

12.00 34.72 

14.00 34.67 

16.00 34.61 

18.00 34.56 

20.00 34.50 

22.00 34.44 

단위 변환 [km/h]=[m/ms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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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ed measurement graph.

속도 100.0 km/h

발사주기 2.00 ms

이동거리 0.056

기울기 속도

-0.0278 100.0 km/h

다) 최소 제곱 구현 함수

Fig. 5는 시간에 따른 거리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y(거리 데이터)와 x(시간) 사이의 데이터 요소

에 대한 선형 회귀선의 기울기를 계산한다. 기울기는 

선의 두 점 사이의 수직 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회귀

선의 변화율이다.

 
∑ ∑

∑∑∑

2) 속도측정에 관련된 알고리즘 구현 

가) 최소 제곱 알고리즘과 상관 계수

측정값(시간 x, 거리 변화 y)에 대하여 n개의 측정값

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를 x, y 사이의 상관 계수라고 한다. 단, 

   : 각각 x, y의 평균값 

   : 각각 x, y의 표준편차

위 식에서 우변의 분자에 있는 값을 x, y의 공분산이

라고 한다. 상관계수는 항상 부등식 －1≤r≤1을 만족

시키며,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r>0, 음의 상관관

계가 있을 때는 r<0, 그리고 무상관일 때는 r=0이 된다.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가·감속으로 인한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다른 차량에 의한 방해

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샘플 수가 적을 

때는 속도에 대한 선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수학적인 이론과 구현 방법을 제공해 준다.

나) 시간차 알고리즘

총 8빔 중에서 1/2/3/4 빔과 5/6/7/8빔이 각각 한 차로

씩 차량이 지나 갈 때의 차선을 담당하고 있다. 차량이 

5/6/7/8빔을 차례대로 지나 갈 때의 거리와 시간을 저

장하여 검지를 통과하는 시점에 각각의 빔에 대해서 

시간차 속도 알고리즘을 계산한다.

속도는 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각각의 빔이 

차례대로 지나가는 시간과 거리로 속도를 계산한다.

3.2 속도측정 에러 처리 보정

정확한 차량의 속도 계산을 위해서는 속도 알고리즘

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지점 단속을 

하는 장비를 이용 시에는 운전자가 단속 레이저 장비

를 보거나, 단속 경찰 차량이나 경찰 인원을 발견 시에 

급격하게 브레이크에 제동을 걸어 속도가 급격하게 감

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단속되는 차량의 차선 변

경이나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단속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적인 차

량의 프로파일이 너무 짧게 형성되어 속도 정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에러로 처리한다. 

속도 출력은 최소제곱법으로 각 빔에서 계산된 속도

와 시간 차이로 계산된 속도 두 가지를 평균하여 출력

한다. 하나의 빔만 지나가는 차량의 경우에는 시간차 

속도 계산을 할 수 없어 에러 처리한다. 

다차로에 대한 속도측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각도를 가지는 다수개의 레이저를 순차적으로 송

신하여 하나의 차량에 최소 2개 이상의 레이저빔 측정

이 가능하도록 한다. 두 빔을 지나는 시차 및 각각의 

거리 변화분을 측정한 뒤 이에 따른 속도를 측정하고 

각각의 보상을 적용하여 속도의 정확도가 향상되도록 

개발하였다. 하나의 레이저 빔으로 측정할 때 보다 넓

은 측정 구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레이저 측정 데이

터에 의한 속도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

3.3 다차로에 대한 속도측정의 정확성 향상 기술

일정각도를 가지는 다수개의 레이저를 순차적으로 

송신하여 하나의 차량에 최소 2개 이상의 레이저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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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8 beam Align/at 10 m.

Fig. 7. Beam distance simulation.

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두 빔을 지나는 시차 및 각각의 

거리 변화분을 측정하여 이에 따른 속도를 측정한다. 

이에 각각의 보상을 적용하여 속도의 정확도를 향상하

도록 개발하였다. 하나의 레이저 빔으로 측정할 때 보

다 넓은 측정구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레이저 측정 

에 의한 속도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다차로 속도측정기는 8개의 레이저빔을 Fig. 6와 Fig. 

7과 같이 배치하여 100미터 지점에서 8미터의 빔폭을 갖

도록 10미터에서 10분의 1 비율로 축소하여 레이저 빔을 

정렬한다. 각각 8채널은 레이저 구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으며, 순차대로 채널당 500 Hz주기의 레이저를 발사한

다. 각기 채널의 빔 크기는 10 m거리에서 100×50 mm 

이며, Fig. 6와 같이 연접하여 배열된다. 채널별 레이저빔

은 일정한 각도로 벌어져 있고 순차대로 구동되므로 서

로 간섭되지 않고 측정이 가능하다.

3.4 거리 정확도 개선

레이저 특성상 거리의 모든 물체에 대한 반사 계수

가 다르게 되어 있어 거리에 대한 오차가 발생한다. 거

리에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

용하여 거리 정확도와 속도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단일화된 경계치(threshold)는 거리에 대한 오차가 발

생하는 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에 비례하여 거리 오차

가 발생한다. Fig. 8과 Fig. 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반사가 

큰 물체와 낮은 물체의 반사된 신호크기가 다르며 단일 

threshold 로 측정할 경우 측정위치가 달라지므로 거리측

Fig. 8. Types of different receive wave forms for an object.

Fig. 9. Distance error caused by single threshold.

정 오차로 나타난다. 이는 데이터(신호의 세기+거리)를 

함께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거리 오차를 보상하는데 사용

된다. 감도 오차 보정 전에는 최대 빔 별로 2 ~ 3[m]까지 

거리 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속도 계산하는데 있어

서 오차 발생의 원인이 된다. 오차 원인을 분석하여 각 

채널 별 보상 테이블을 적용한 결과 성능이 향상되었다.

Fig. 10은 감도 보상 후 거리오차 그래프이다. 감도 

보상 후에는 최대 40 cm의 오차로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속도 오차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거

리 정확도가 요구되어 감도의 폭을 15 ns로 제한함으

로써 거리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따라서 다차

로 속도 레이저 장비는 최대 오차 10 cm의 거리 오차 

성능을 가지고 있다.

Fig. 10. Distance change after 1 beam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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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거리 정밀도 개선 

측정 결과의 신뢰정도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하여 A

형 표준불확도를 적용하며, 취득한 일련의 관측 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구한 불확도로서 반복측정 평균

값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측정횟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여기서,    : 표준불확도

  : 측정횟수

 : 측정값의 표준편차

Fig. 11. Distribution of data before algorithm application.

거리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거리 데이터는 이동 평

균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동 평균 알고리즘을 위

해서 5개의 원형 Queue(버퍼)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거리 정밀도를 갖는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었다.

   
 




  

여기서  : 이동평균 값

 : 현재의 인덱스 

M : 평균을 취합 데이터의 수

 : 0 ∼ [M-1]까지 증가 인덱스

 : 원데이터

 : 다음 버퍼의 증가 값

10 m 목표물의 거리를 3800여회 거리를 측정한 결과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9.65 m, 최대 9.70 m측

정 되었다. 측정된 결과 값을 이동평균을 실시하여 Fig. 

12과 같이 최소 9.66 m, 최대 9.685 m로 편차가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2. Distribution of data after algorithm application.

Table 2. Algorithm before and after Error

Division Max - min Error Standard Deviation

Before applying the algorithm 5[cm] 0.007243[cm]

After applying the algorithm 2.5[cm] 0.004368[cm]

거리 정밀도 개선을 위하여 이동평균 알고리즘을 적

용한 결과 적용 전보다 적용 후 Table 2와 같이 거리의 

오차 범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명되었다.

4. 과속단속용 이동식 다차로 속도 측정기 알고리즘 

신뢰성 검증 평가

4.1 현장 실험개요 

현장실험은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에서 3차로, 4차로

에 동시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발

된 다차로 이동식속도 측정기의 속도 검지율, 속도 오

차율, 해상도 등 경찰청 규격서 이동식 속도측정기 성

능평가 기준을 적용, 실시하였다.

Fig. 13과 같이 대상 장비는 실제 운영모드에 따라 

기준 및 대상 장비를 설치하고 설치 대상 장비에 측정

방식 및 운영모드에 따른 검정 기준장비를 적정한 위

치에 설치하였다.

Fig. 13. How to install baseline and targe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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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현장의 도로 환경은 아래와 같다. 

◦ 정상적인 교통류가 통행하는 지점

◦ 교통량 : 차로당 400대/h 이상 도로

◦ 도로선형 : 직선구간(200 m 이상)

◦ 차로폭 : 3.2 m 이상

◦ 차로 및 제한속도 : 편도 2차로 이상

◦ 단속속도 : 제한속도 65 km/h 이상

◦ 단속거리 : 주간 120 m 이상

◦ 기준검지기 : 테이프스위칭 검지기(노면에 설치)

◦ 성능검증 기준 :

Table 3. Performance criterion4)

Evaluation 
items

Speed error Overspeed 
detection 

rate

License plate 
identification 

rate
Less than 
100 km/h

100 km/h 
or more

Average 
speed error

The 
acceptance 

criteria

± 3 km/h 
or less
(speed 
error)

± 3 % or 
less

(speed 
error rate)

± 1 km/h 
or less

80 % or 
more

90 % or 
more

◦과속 검지율(%)=총시험대사상차량수
측정출력차량수
 ×100(%)

◦속도 오차율(%)= 분석속도
측정속도 분석속도
 ×100(%)

◦속도 오차(km/h)=측정속도 – 분석속도

※ 경찰청 : 이동식 속도측정기 규격서 기준 

(1) 현장실험 일시

◦ 일시 : 2016. 06. 19. 14:00 ∼ 15:00

(2) 날씨 : 맑음

(3) 현장 실험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성동 IC 부근 

(서울→문산) 자유로

경기도 파주 자유로는 Fig. 14와 같이 승용 및 대형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며, 갓길의 넓

은 도로로 이동식 속도측정기 현장실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14. Field test scene.

4.2 현장 실험결과

3차로, 4차로 동시단속 현장실험 검증평가 결과 Table 

3과 같이 검지율이 3차로에서 80%, 4차로에서 87%으로 

Table 4. Field test results

Division
Reference detector 
number of vehicles 

detected
Multi lane speed meter

3 lane 135

The detection number 
of the vehicle

Detection 
rate[%]

108 80%

4 lane 130

The detection number 
of the vehicle

Detection 
rate[%]

113 87%

Fig. 15. Velocity error analysis of multi-lane speed meter(3 lane).

Fig. 16. Velocity error analysis of multi-lane speed meter(4 lane).

분석이 되었으며, 3차로, 4차로 모두 경찰청 이동식 속도

측정기 규격서 기준 검지율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차로와 4차로의 속도오차율은 Fig. 15와 Fig. 16과 

같이 속도 오차율은 기준 ±3% 이하로, 이동식 속도측

정기 속도오차율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로가 4차로보다 검지율이 낮게 분석된 원인은 4

차로에서 주행하는 대형차량에 가려 3차로에서의 검지

차량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된 다차로 이동식속도측정기의 검지율은, 개발 

전 3차로에서의 검지율의 평균 70~75%보다 높은 80%

이상, 속도오차 허용범위 ±3이하로 이동식 속도측정기

의 기준에 적합하다.

현장실험을 통한 다차로 속도 측정기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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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imultaneous measurement of two-lane photos.

Fig. 1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3차로와 4차로에 동시 

진입 차량하는 차량에 대하여 검지 차량의 속도와 영

상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

데, 이에 대한 알고리즘 개선의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이동식속도측정기의 단일 

차로 단속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차로 단속이 

가능한 다차로 이동식속도측정기 알고리즘을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이동식속도측정기에서 2개 

차로 동시 단속의 검지율 및 속도오차율이 낮은 이유로

는 주행중인 대형차량의 가림과, 검지기와 차량과의 각

도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한 방법으로 멀티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동시에 2개 차로 

단속이 가능한 다차로 이동식속도측정기를 개발하였다.

첫째, 속도측정 알고리즘은 최소제곱에 의한 속도계

산 알고리즘과 속도 에러 처리 알고리즘으로 멀티 레

이저 빔의 다차로 이동식속도측정기를 개발한 것이다.

둘째, 다차로 이동식 속도측정기는 기존의 이동식의 

속도측정기의 한계점을 멀티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2

차로 이상의 속도를 측정하며, 기존의 싱글빔 레이저 

한 개로만 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에 비해 측정 속도

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셋째, 개발된 다차로 이동식속도측정기의 현장실험 

결과 검지율이 3차로에서 80%, 4차로에서 87%로 나타

났으며, 속도오차 범위가 ±3%이하로 경찰청 규격 이동

식속도측정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개

발 전 이동식속도측정기에서의 3차로 측정 성능 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차로 이동식속도측정기

의 개발 효과로는 단속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과 더

불어 국민의 법규 준수 유도를 통하여 과속에 의한 교

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두 개차로 동시 진입 시 각각 차

량 속도의 정확한 분류와 영상 일치화에 대한 에러율

을 줄이는 방안과, 검지거리, 검지차량, 그리고 검지각

도의 보정 값에 대한 반영 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

이 필요하다. 고정인 무인단속장비의 속도측정 검지기

로 루프검지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나 도로

노면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

라서 도로의 비매설 레이저 검지기의 연구개발을 통하

여 루프검지기 대체시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에 

효율성과 더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이동식 다차

로 속도측정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청 이동

식 속도측정기 규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2016 Edition(2015) 

Traffic Accident Statistics”, 2016.

2)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Statistical Analysis of 

Traffic Accident”, 2016.

3)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Mobile Speed Measuring 

Instrument Redistribution Guidelines, 2016.

4) Technical Standard, “Speed Measuring Instrument”, 2007.

5) J. G. Kang, “Development of Speed Measurement Accuracy 

using Double Loop Detect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20 No 5, 2002.

6) K, J. Cheoi, “Speed Vehicle Detection System Using Image 

Processing”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Vol. 19, 

No. 3, 2012. 

7) MONASH University Accident Research Centre,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Speed Camera Use”, Amanda 

DelaneyㆍHeather WardㆍMax Cameron, 2005.

8) Nsw Government, “Annual Nsw Speed Camera 

Performance Review”, NSW Centre for Road Safety, 2012.

9) Swov, “Speed Cameras: How They Work and What Effect 

They Have”,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