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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안티리온 교량(Rion- Antirion 
Bridge)의 주야간 교통량 감시
그리스의 리온-안티리온 교량(Rion-Antirion Bridge)은 상판이 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장교이다. 2,252m (진입 고가교를 포함하면 2,883m)에 달하는 이 리오-안티리온 

고가교는 코린트 만을 건너는 시간을 약 5분으로 줄여준다.  다리 위 안전과 사고 시 빠른 

개입을 위해, 이 교량은 지능형 자동 사고 감지 기술과 FLIR 시스템즈의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다. 

멈춰선 차량 감지

저속 감지

Smoke detection

코린트 만을 지나는 하루 10,000대의 차량을 

감안했을 때 이 리온-안티리온 교량은 이 

지역의 중요 직통로라 할 수 있다.   이 리온-

안티리온 교량은 네 개의 철탑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폭은 560m이다. 코린트 만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이 리온-안티리온 교량은 

펠레포네스(그리스 남부)와 그리스 본토를 

이어주고 있다.

자동 사고 감지 (Automatic Incident 
Detection, AID)

이 교량은 2004년에 완공되었고, 교량의 

운영 주체인 GEYFRA S.A에게는 처음부터 

교통 안전이 최우선 사항이었다.  몇 가지 필수 

기술 투자가 이루어진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2005년에 리온-안티리온 교량의 운영 

주체는 종합 사고 감시 시스템을 위해 FLI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006년에는 교통통제를 위해 30대의 VIP-T 

다기능 비디오 화상 처리 모듈이 설치되었다.  

이 보드는 교통 카메라의 비디오 스트림을 

분석한 후 자동 사고 감지 (AID), 데이터 

수집, 사고 전후 화면 시퀀스, 스트리밍 

비디오를 하나의 보드에 통합시키고 있다.  

FLIR 시스템즈의 VIP 모듈은 전세계 도로 및 

터널 프로젝트에 설치돼 있다.

AID 시스템은 오퍼레이터가 모든 교통 이상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경고 신호로 취급한다:

• 멈춰선 차량

• 보행자

• 교통 정체

•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교통흐름

•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

• 역방향 (역주행)

• 낙하 물체



application 
story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Tel:(02)565-2714~7

Fax:(02)565-2718

E-mail:flir@flirkorea.com

www.FLIR.com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해당 카메라의 실제 
이미지 해상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이미지들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

GEYFRA Litourgia S.A.는 리온 안티리온 

교량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리온-

안티리온 교량의 요금 관리, 교통 관리, 일상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2006년에 GEYFRA Litourgia S.A.는 

ITS 시장을 위한 FLIR 전담 사업부, FLI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비디오 분석을 전통적인 가시 광선 카메라 

CCTV와 조합하기로 결정하였다. GEYFRA 

Litourgia S.A.의 총괄본부장 겸 전무이사인 

버나드 갈티에는, “이러한 설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경보 오작동이 많았다는 점이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겨울의 악천후와 기둥 및 

현수교 구조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교량 형태 

때문이었다. 일출과 일몰 시에 기둥들이 

도로 상판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것은 

가시광선 카메라로 처리하기 매우 어려웠다.”

라고 덧붙였다. 

비디오 감지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정교하게 

조정하려는 시도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 버나드 갈티에는 열 

화상 카메라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했다. 열 

화상 카메라, 이른바 AS_0713_0070_EN 

적외선 카메라는 물체나 사람이 내뿜는 열을 

감지한다.  FLIR 시스템즈의 지역 책임자, 

마리오 핀토는, “2012년의 열 화상 카메라는 

10년 전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졌다.”

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FLIR 시스템즈는 열 

화상 카메라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교통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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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분석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미 이르러 있다. 열 화상 카메라의 사용으로 

경보 오작동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전체 AID 시스템의 성능이 개선되었다.”

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2013년에 GEYFRA 

Litourgia S.A.와 운영 주체 GEYFRA 

S.A.가 FLI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와 협력하여 교량의 카메라 기술을 

열 화상 장치로 업그레이드하게 된 것이다.

교통 감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열 화상 

카메라의 가장 큰 이점은, 가시광선 비디오와 

달리 열화상 카메라는 비디오 감지를 혼란시켜 

경보 오작동과 경보 누락을 일으키는 빛 부심과 

그림자, 젖은 도로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FLIR의 열 화상 카메라는 

리온-안티리온 교량의 오퍼레이터가 광량에 

상관 없이 자동차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를 밤낮 없이 24 시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통 감지 설정

FLIR 시스템즈의 교통 카메라 30 대가 리온-

안티리온 교량의 현수 구조물에 설치되었다. 

도로 상판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FLIR FC-T 

시리즈와 SR-시리즈의 카메라들을 조합하여 

15m 높이에 설치하였다. 각 교량 기둥마다 

6 대의 카메라를 두었고 세 대의 카메라가 각 

방향을 향하게 하였다.  철탑의 중간 거리는 

560m이다. 즉, 세 대로 구성된 일단의 

카메라 그룹이 280m 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FC-시리즈의 카메라는 철탑에서 

50m 범위를 감시하는데 쓰이고, SR-시리즈 

카메라는 철탑에서 50m와 300m 사이의 

거리를 감시하는데 쓰인다.  또한 교량 양쪽 

각각에 있는 카메라 세 대가 두 개의 진입 

고가교와 진출입 구역을 맡고 있다.

열 화상 카메라가 포함된 이 새로운 AID 

시스템은 감지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다.  교량 

구조로 인한 그림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악천후 상황에서도 이 

시스템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역방향 감지 보행자 감지

교통 방향 : 안티리온

교통 방향 : 리온
FC-669
Range: 10 - 50m

SR-612
Range: 120-300m

SR-625
Range: 50-120m

FC-669
Range: 10 - 50m

SR-625
Range: 50 - 120m

SR-612
Range: 120 - 30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