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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는 하루 동안 1600만 명의 사람들과 

약 600만 대의 차량이 움직이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도심 중 하나로, 현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량 밀도가 

매우 높다.  최근에 모스크바 시는 세계 주요 

도시 혼잡 지수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혼잡 

시간대에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 비율도 모스크바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가장 높다.  러시아의 수도 

다음으로 혼잡한 도시 세 곳은 이스탄불과 

바르샤바, 마르세이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 시 당국은 

ITS 모스크바의 창설을 명령하였다. 이것은 

연방 정부 공무원과 시 공무원간의 공동 

프로젝트로, 모스크바의 교통정체 해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인 ITS

의 투자비로 약 2억 유로가 예정돼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ITS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의 주요 교통 

문제와 교통정체를 감소시킬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의 개발과 유지보수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들은 이 시스템이 20% 이상 

교통량을 줄여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스마트 교통 센서가 

완화시킨 도시 혼잡

TrafiCam x-stream 차량 감지 센서를 통한 
효율적인 신호등 운영

모스크바 시의 교통체증 통계는 매우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심각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 시는 최근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FLIR 시스템즈 에게 

전문지식을 부탁했다.   3,000 대 이상의 TrafiCam x-stream 차량 감지 센서가 실제 

교통량에 맞추어 교통 신호 주기를 조작하게 될 예정이다.

TrafiCam x-stream 
차량 감지 센서는 CMOS 
카메라와 비디오 감지기를 하나의 
단일 장치 안에 결합시키고 있다.

3,000 대 이상의 TrafiCam x-stream 차량 감지 
센서가 신호등으로 통제되는 여러 곳의 혼잡 교차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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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차로

FLIR 시스템즈의 스마트 센서로 시 교통량을 

감시하는, 이른바 스마트 교차로는 ITS 

모스크바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000 대 이상의 TrafiCam 

x-stream 차량 감지 센서가 신호등으로 

통제되는 여러 곳의 혼잡 교차로에 설치된다.   

교차로마다 4 개의 TrafiCam x-stream 

센서 장치를 이용해 FLIR의 기술은 750 

곳 이상의 교차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대기 차량과 접근 차량을 감지하는 이 

지능형 올인원 카메라는 교통 신호등 타이밍을 

최적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렇게 FLIR의 TrafiCam x-stream 센서는 

신호등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게 될 것이다.  

FLIR 시스템즈의 국제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아템 크리보복은, “TrafiCam x-stream 

센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최신 시스템은 

신호등 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전부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FLIR 센서 모두가 모스크바 교통신호등에서의 

대기시간을 크게 줄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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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Cam x-stream 차량 감지센서는 

CMOS 카메라와 비디오 감지기를 하나의 

단일 장치 안에 결합시키고 있다. 이 통합 

센서는 교차로 신호등에서 이동 차량과 정지 

차량의 감지 및 감시에 적당한 솔루션이다. 

감지 출력을 통해 또는 IP 프로토콜을 통해 

차량 감지 정보가 교통 통제기로 전송되면, 

신호 타이밍을 역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호등에서의 차량 대기 시간이 

줄어들면 교통흐름이 최적화된다. 이 스마트

TrafiCam x-stream 센서는 유도 루프를 

대신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안이다. 

FLIR TrafiCam 시리즈는 교통 오퍼레이터가 

차량 감지 구역을 정확히 배치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구역들이 비디오 영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통 상황을 바꿔야 할 경우 

이들을 쉽게 재배치할 수 있다. 

최고의 성능

아템 크리보복은, “FLIR 시스템즈의 TrafiCam 

x-stream 센서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미 

2012년에 모스크바 도로에서 시행되었다.”라고 

말하며, “프로젝트 당국으로부터 TrafiCam 

x-stream은 최고의 기술 솔루션으로 평가 

받았다. FLIR 센서는 심각하게 오염된 

모스크바 환경 조건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내놓았다.  높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해, 교통 

카메라 렌즈가 더러워지기 일쑤이고 이것은 

감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행히도, 

TrafiCam x-stream은 이와 같은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스크바 시 당국은 교통 관리 

통제실에서의 카메라 스트림 시각화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TrafiCam x-stream

은 IP-어드레스 가능 장치로, 교차로 감시 

통제 센터로 풀 프레임 레이트의 MPEG-

4 또는 H.264 컬러 스트리밍 비디오를 

제공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제실 오퍼레이터는 비디오 소스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TrafiCam x-stream은 심각하게 오염된 모스크바의 
환경 조건에서도 뛰어난 감지 결과를 내놓고 있다.

TrafiCam x-stream은 IP-어드레스 가능 장치로, 교차로 감시 통제 센터로 풀 프레임 레이트의 MPEG-4 
또는 H.264 컬러 스트리밍 비디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