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R TrafiOne 
스마트 도시 센서

FLIR TrafiOne 은 교통량 모니터링 및 동적 교통 신호 제어를 고려한 종합 감지 
센서입니다. 작고 합리적인 가격의 패키지로 제공되는 FLIR TrafiOne 은 차량, 
자전거 및 보행자의 유무 감지를 기반으로 교통 신호에 적응하는 동시에 교차로 
및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고해상도 데이터를 생성하는 열감지 영상 처리 및 Wi-Fi 
기술을 사용합니다.  

FLIR TrafiOne 은 교통 엔지니어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차량 공회전 시간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모니터링하고, 취약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통 수단 모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이동 및 지연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감지 영상 처리 센서
FLIR TrafiOne 은 차량과 자전거가 모두 정지선에 있는지 또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교차로 또는 커브 구간에 있는지 감지하는 열감지 영상 처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열감지 영상 처리 카메라는 그림자와 태양광의 섬광을 통해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상시 (24/7) 신뢰할 수 있는 교통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FLIR TrafiOne 은 존재 여부 또는 볼륨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 
신호를 보다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무전압 출력 또는 TCP/IP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교통 신호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WI-FI 기술
Wi-Fi 를 통한 안전한 무선 통신으로 감지 구역을 빠르고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Wi-Fi 지원 장치의 Mac 주소를 모니터링함으로써 
TrafiOne 은 도로 구간을 따라 이동 및 경로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TrafiOne 
은 Wi-Fi 신호 강도 정보를 통해 교차로에서 대기열 지연 시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FLIR ITS-IQ
TrafiOne 에서 수집한 정보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FLIR ITS-IQ
를 통해 추가 처리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분석은 데이터를 도로망 성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유용한 교통 통계 자료로 변환합니다. 교통 엔지니어는 보고서를 생성하고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용자 기반 대시보드를 사용합니다.

주요 이점:
• 올인원 센서

• 24/7 감지 및 다양한 기상 조건, 
추가 조명 불필요 

• 낮은 유지보수

• 간단하고 빠른 구성 
안전한 WI-FI 연결

• WI-FI 모니터링 기능

• 시각적 HD 스트림

www.flir.com

FLIR TrafiOne은 교차로 및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차량, 자전거 및 보행자의 유무를 
감지하는 열감지 영상 처리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www.flir.com

영상 처리 사양
시스템 개요 TrafiOne

기능
가로변 및 교차로 상의 보행자 및 자전거 유무 감지

정지선 및 정지선 침입 차량 및 자전거 유무 감지(옵션 라이센스)
Wi-Fi 모니터링(옵션 라이센스)

시각적 HD 스트리밍 비디오(옵션 라이센스)

감지 구역 수 8개 차량 유무 구역
8개 보행자 유무 구역

구성 안전한 Wi-Fi 또는 이더넷을 통한 웹 페이지

열감지 센서
해상도 160 x 120

프레임 속도 9 FPS

감지기 유형 FPA(Focal Plane Array) 비냉각 VOx 마이크로볼로미터 LWIR 센서, 
8 ~ 14 μm 파장

스트리밍 비디오 RTSP

압축 H.264, MPEG-4, MJPEG

시각 센서
해상도 1080 x 1920 HD 컬러 CMOS

프레임 속도 30 fps

렌즈 HFOV 95°

스트리밍 비디오 RTSP

압축 H.264, MPEG-4, MJPEG

제품 유형
제품명 TrafiOne 195 TrafiOne 156

부품 번호 10-7070 10-7075

HFOV 95° 56°

감지 거리 
(설치 높이에 따라 다름)

차량 및 자전거 유무: 0 - 20m
보행자 및 자전거 유무: 0 - 12m

차량 및 자전거 유무: 20 - 40m
보행자 및 자전거 유무: 10 - 25m

설치 높이 3.5 - 6m 5.5 - 8m

하우징
재질 PC GF10 썬실드가 있는 알루미늄 하우징
브래킷 PA GF30 장착 클램프 및 알루미늄 튜브

전원, 출력, 통신
입력 전원 12 – 42 V AC/DC

전력 소비 3W

출력 N/O 및 1 N/C 무전압 직접 연결 1개 
N/C 무전압(TI BPL2 인터페이스 사용) 16개

이더넷 10/100 MBps

PoE PoE A 및 PoE B

전력선 통신 최대 2MBps(TI BPL2 인터페이스 사용)

Wi-Fi IEEE 802.11 type b,g,n EIRP < 100mW

환경
충격 및 진동 NEMA TS2 규격
재질 전천후 UV막
IP 등급 IP67

온도 범위 -40°C ~ +55°C(-40°F ~ +131°F)

FCC FCC 파트 15 클래스 A

규정
EU 지침 EMC 2004/108/EC, RoHS 2011/65/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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