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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생물학적 영감을 바탕으로 Basler ace USB 3.0 카메라를 
사용한 장거리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고객

 � 고객: 싱가포르 국립 대학 제어 및 시뮬레이션 연구 그룹 

(Control and Simulation Research Group) 

 �  소재지: 싱가포르

 �  업종: 교통 ITS

 �  수행 연도: 2015년

애플리케이션

지난 몇 십년 간 산업의 혁신과 수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대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

는 교통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현재 사용 중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LIDAR/

RADAR 속도 감지 시스템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

이 많을 경우 LIDAR/RADAR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속도 판독이 부

정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단점입니다. 더욱이, 속도 감지기에 

의해 작동이 시작되는 카메라가 포착한 이미지에 한 번에 여러 대의 

차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속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속 벌금 티켓이 잘못 발부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피드건은 위의 단점에 더해 수작업까지 필요

합니다. 

싱가포르 교통 당국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속도 위반 차량이 증가하

면서 치명적인 사고 및 부상이 늘고 있습니다. 컴퓨터-비전 기반 시

스템을 이용해 교통 모니터링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에

는 카메라의 심도 고정과 짧은 탐지 범위로 인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러한 시스템들은 설치된 위치 근처에서 차량 추적을 수행하기 때문

에 짧은 거리 안에서만 차량 속도를 추적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장거리 추적 능력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비전 기반 교

통 모니터링 시스템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솔루션 및 장점 

싱가포르 국립 대학 제어 및 시뮬레이션 연구 그룹 (Control and 

Simulation Research Group) 은 고급스럽고 저렴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비전 기반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

은 현재 사용 중인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의 단점들을 극복한 것으로

써 ‘Raptor Vision’ 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까운 거리

나 먼 거리나 모두 잘 볼 수 있는 맹금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각 구

조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시각과 초점 거리를 갖도록 설계된 

Basler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추적 범위를 1km까지 연장할 수 있

게 되었는데 이는 200미터 이내만 추적할 수 있는 싱글 카메라 또는 

기존 LIDAR/RADAR 시스템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Basler ace USB 3.0 카메라 세 대 (차량 추적용 컬러 카

메라 두 대와 번호판 캡처용 모노크롬 카메라 한 대) 및 세 가지 프로

그램 (비디오 촬영 프로그램, 비디오 편집 및 차량 추적 프로그램) 

으로 구성됩니다. 시각 정보를 이용한 차량 속도 계산을 통해 차량과 

속도 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합 비전 시스템

에 별도로 추가된 차량 번호판 탐지 카메라는 법률 집행을 위한 충분

원거리 카메라 
감지 범위 

근거리 카메라 
감지 범위

원거리용 
카메라

근거리용 
카메라

맹금류의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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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포인트 (0m) 
컴포지트 카메라 

그림 1. 복합 비전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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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원거리 물체 추적 기능을 통해 복합 비전 시스

템은 고속 차량 추적 작업을 처리하고 기존 속도 감지 시스템의 단점

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복잡한 도로 상황 및 복

수 차선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와 원거리를 동시에 감

지할 수 있는 능력은 무인항공기 (UAV) 에 사용하거나 제조업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불량 제품 검사와 같이 다른 산업에

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USB 3.0을 지원하는 Basler ace는 낮은 CPU 부하와 호스트와 장

치 간의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전송 능력, 그리고 내장 버퍼 메모리

를 제공해 산업용으로서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팀을 이끈 연구원이었던 Bharath Ramesh 박사는 이렇게 말

합니다. “여러 가지 심도 (depth-of-field) 의 감지 능력을 지원하는 

복합 비전 시스템은 기존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의 추적 범위를 크게 

확장해 주었습니다. USB 3.0 표준을 지원하는 Basler ace 카메라를 

선택한 것은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는 플러그앤플레이 기능과 높은 

대역폭 성능때문이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카메라가 있는 위의 복합 카메라 구현을 위해서는 카메

라 세 대 모두에서 비디오 동시 캡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레

임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

다. 복합적인 장비의 카메라 한 대 또는 두 대 모두에서 임의로 프레

임 속도가 저하되면 두 비디오가 동기화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합 비디오의 편집 라인에서 차량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미지가 

중복되는 등의 다양한 추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프레임 속도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해 카메라가 촬영한 모든 프레임을 하나의 비디오 파

일로 기록하기 전에 우선 버퍼에 저장합니다. 버퍼 동작을 충분히 빠

르게 만들기 위해 시스템 RAM에서 수행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RAM의 읽기/쓰기 속도가 하드 디스크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이미지 데이터로 버퍼가 포화 상태가 되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용과 처리 시간을 동시

에 줄이기 위해 개별 연산을 분리한 뒤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멀티 스

레딩 프로그램이 구현되었습니다.

MATLAB을 이용해 비디오를 동시에 캡처하기 위한 최초 실험은 서

로 다른 렌즈가 부착된 동일한 카메라를 구분할 수 없어 실패했습니

다. 이에 따라 Basler가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

스 (API) 를 사용해 C++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

레임 속도, 셔터 속도, 그리고 노출 시간과 같은 카메라 설정을 비디

오 촬영 프로그램이 사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대의 카메라로 동기화된 녹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USB 3.0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릅니다.

과속 차량을 적발한 뒤 우리는 번호판 정보를 판독하기 위해 일반적

인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기술은 입력 이미지의 가로, 세로 경계를 분석해 차량 번호판을 찾아

냅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LTA) 및 싱가포르 교통 경찰로부터 스피드건

이나 이와 유사한 장비를 빌리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두 기관 모두 일

반인이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 목적으로도 허용되지 않

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널리 설치되어 있는 RADAR 

속도 표시판을 사용해 스마트폰 앱을 보정한 뒤 이 앱을 이용해 제안

된 시스템의 예상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속도 표지판은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의 출력 비교를 위한 참조용 속도 데이터를 제공하며 그 중 

여러 개의 적합성과 정확성을 검증했습니다. 결국, Speed Radar 

Cam 이라는 앱이 속도 계산 알고리즘 검증에 도움이 될 가장 정확하

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적용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Speed Radar Cam의 출력과 계산

된 속도 간 오류는 대개 ±3km/h의 편차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제시

된 속도 계산 알고리듬의 정확도는 합리적 범위 안에 들며 신뢰할 수 

있는 비전 기반 교통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ADAR 기반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단점은 속도 파악 중 차

량 확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복합 비전 시스템은 과속 차량

의 스냅샷을 제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맹금류의 눈 
시뮬레이션

차량 번호판 
캡처

그림 2 Basler 카메라를 사용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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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술

 � Basler acA1300-30um, Basler acA1300-30uc (1.3 MP 

USB 3.0 컬러 및 모노크롬 카메라) 

 � 소프트웨어: Basler pylon 카메라 소프트웨어 제품군, Visual 

Studio2013, Matlab2015a

추가 정보

http://driving-in-singapore.spf.gov.sg/services/driving_in_singa-
pore/documents/Annual_Road_Traffic_Stats.pdf 

“생물학적 영감을 통해 개발한 다중 심도 차량 추적 및 속도 감지용 복합 비전 

시스템” - 제 12회 아시아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 (싱가포르, 2014년 11월 1-5

일) 에서 Lin Lin, Bharath Ramesh 및 Cheng Xiang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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