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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를 이용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자료 수집
정 성 엽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Sohail Zangenehpour, Luis F. Miranda-Moreno, Nicolas Saunier, “Automated
Classification in Traffic Video at Intersections with Heavy Pedestrian and Bicycle
Traffic”, TRB 2014 Annual Meeting, 2014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임

1. 개요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매우 약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교차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다양한 모습과 움직임으로 인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움

●●

저자는 비디오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음

2. 방법론
●●

차종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학습시킴

●●

시스템은 각 물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등을 분류함

<그림1> 인식된 물체

<그림2> 인식이 잘 되지 않은 물체
※ 자료 : Sohail Zangenehpour, Luis F. Miranda-Moreno, Nicolas Saunier, “Automated Classification
in Traffic Video at Intersections with Heavy Pedestrian and Bicycle Traffic”, TRB 2014
Annual Meet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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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움직이는 모습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한 후 정확성을 비교함

<그림3> 각 수단별 속도분포
※ 자료 : Sohail Zangenehpour, Luis F. Miranda-Moreno, Nicolas Saunier, “Automated Classification
in Traffic Video at Intersections with Heavy Pedestrian and Bicycle Traffic”, TRB 2014
Annual Meeting, 2014

3. 결과
●●

분류법을 Ⅰ~Ⅴ로 나눠서 실험 후 결과를 비교하였음

●●

분류법Ⅰ은 속도 범위를 구분하여 측정하였음
––보행자 : 0~6.5km/h, 자전거 이용자 : 6.5~14.5km/h, 자동차 : 14.5km/h 이상

●●

분류법Ⅱ는 각 수단의 움직이는 모습으로만 측정하였음

●●

분류법Ⅲ는 속도와 움직이는 모습을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결합하여 측정하였음

●●

분류법Ⅳ는 속도,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확률을 계산 후 결합하여 측정하였음

●●

분류법Ⅴ는 속도, 움직이는 모습을 결합하기 위하여 확률함수를 만들고 측정하였음

●●

분류법Ⅲ, Ⅳ, Ⅴ에서는 속도 경계 값을 보행자 속도 7.5km/h, 자전거 30km/h로
구분하였음

●●

이 중에서 확률함수를 이용한 분류법Ⅴ의 정확도가 가장 높음
––분류법Ⅰ은 72.4%, Ⅱ는 75.9%, Ⅲ는 86.3%, Ⅳ는 88.5%, Ⅴ는 90.3%임

비디오 프레임 스냅샷

자동차 이동 궤적

자전거 이동 궤적

보행자 이동 궤적

스케일 자(로그 스케일)

<그림4> 수단별 궤적 비교(Heat-map)
※ 자료 : Sohail Zangenehpour, Luis F. Miranda-Moreno, Nicolas Saunier, “Automated Classification
in Traffic Video at Intersections with Heavy Pedestrian and Bicycle Traffic”, TRB 2014
Annual Meet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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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자전거 노선망 프로젝트,
EuroVelo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유럽의 자전거 노선망 프로젝트, EuroVelo
●●

EuroVelo는 유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으로 유럽 자전거 연맹(ECF)의 프로젝트임

●●

EuroVelo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럽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자전거도로 노선을 구축하고
네트워크의 생성 및 운영을 촉진·조정하는 것임

This website contains information
about cycling in

42 countries

This EuroVelo network consists of

14

long
distance
cycle routes

When complete,
the network will total over

70

,000
km
km

10,400

EuroVelo 13 - Iron Curtain Trail
is the longest route
※ 자료 : http://www.eurovelo.com

●●

EuroVelo 프로젝트는 유럽의 자전거도로 중에서 높은 수준과 품질의 자전거도로를
EuroVelo로 지정하고, 나라별 국경 횡단시 노선 기준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자전거 노선 구현을 보장함

●●

EuroVelo의 노선 선정은 해당 구간 노선에 대해 결정권을 지닌 의사결정자와
잠재적인 이용자가 협의를 통해 지정할 것이며, 그들이 이용하는 Market에 홍보하거나,
주요 항구에서 EuroVelo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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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http://www.eurovelo.com

●●

이러한 방법은 많은 유럽인에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건장을 증진하고 여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임
––EuroVelo는 총 70,000km로 계획되며, 이 중 약 45,000km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노선을 활용하며, 대부분 지역 또는 국가 수준의 고규격 자전거도로임
––EuroVelo는 14개 노선으로 총 42개의 유럽국가를 지나게 되며, 이 중 가장 긴
노선은 10,400km에 걸쳐 구축될 계획임

●●

ECF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노선을 보다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노선별 세부 관광정보, 볼거리, 먹거리, 쉼터 등의 정보가 포함 되어 있음

●●

자전거 여행자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어 EuroVelo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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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이용시 주의사항
(자전거, 보행자)
이 재 용 |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모두가 함께 지키는 자전거 교통안전’ 2013, 중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재구성

1. 상황설명

●●

강변 등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자전거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 자전거도로에서 뛰어노는 어린이, 애완동물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만나게 된다.

●●

단체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병렬주행(2인 이상 나란히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끔 중앙선을 침범하는 문제, 뒤에서 앞지르기 하려는
사람이 역주행을 오래해야 하는 문제등 다양한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야간에 자전거 전조등을 상향으로 고정하고 이용하는 경우 반대편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2. 이용자별 주의사항
자전거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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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운행 금지 (1열 주행)
단체 주행 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주행
앞지르기 시 주의
야간 주행시 전조등 하향으로 설정
자전거 도로의 우측 주행 (뒤에서 앞지르기 할 경우 대비)
보행자 보호
역주행 금지
앞지르기 시 맞은편 자전거 주의

보행자

- 자전거도로 이용금지
- 어린이,

동물이 자전거도로 침입하지 않도록
주의
- 자전거도로를

횡단할 경우 최단거리로 횡단

2014 July
KOTI 자전거교통소식지

Bicycle News Summary

이달의 자전거 뉴스

자전거교통 연구
해외 자전거교통 동향
자전거교통 안전
이달의 자전거 뉴스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1. 분야별 소식 요약
정책 / 통계

교육 / 안전

종로구,
‘나눔 자전거 수리대’
시범 설치

구미시, 부모와 함께하는 자전거교실,
주부자전거 교실 등 운영
[구미시청, 보도자료]

구미시는 「부모와 함께하는 자전거 체험교실」올 열어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바르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였다.
자전거 체험교실은 3월부터 관내 유치원 6~7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60여명 아동들이 자전거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안전 교육
은 어린이들에게 조기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습관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의사는 있으나 타는 방법을 몰라 자전거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자전거교실을 2010년부터 시행하여 22기수 650
여명의 교육을 진행했다.
※ 자료출처 :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

교육 / 안전
[종로구청, 2014-6-24(화) 보도자료]

종로구청사 내 자전거 보관대 옆 ‘나눔 자전

제천시,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계약

거 수리대’를 시범 설치하여 각 가정에서 보유
하기 어려운 각종 자전거 공구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누구나 손쉽게 간단한 수
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다. ‘나눔 자전거 수
리대’는 렌치류, 스패너류, 드라이버, 공기주입
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 간단한 자전거 수리 등
을 직접 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종로구청 홈페이지
(http://www.jongno.go.kr)의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

[제천시청, 2014-7-1(화) 보도자료]

제천시가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
해 자전거 보험을 계약했다.
2015년 6월까지 1년간 이며,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전체가 대
상이다. 주요 보장사항은 자전거 사망/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
거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며
자전거탑승운전 중 사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의 사고 등이
포함된다.
※ 자료출처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okjc.net)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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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관련 기사 리스트(2014. 6. 21 ~ 2014. 7. 20)
구분

산업/개발

기사제목
산업
개발
통계
보험

정책/통계
서비스

관광/행사

행사

교육
교육/안전
안전

해외
해외/기타
기타

출처

삼성전자, 자전거 제조사 트렉과 ‘글로벌 제휴’

EBN(2014. 7. 4)

‘디라이더 스크린 자전거’ 볼링장에 설치 “무점포창업은 이런 것”

현대경제신문(2014. 7. 11)

LS네트웍스, 고급형자전거시장 출사표

내일신문(2014. 7. 2)

청소년, 자전거 안전모 안 쓰면 사망률 2배

KBS뉴스(2014. 6. 23)

‘자전거 사망 사고’ 3일에 2명꼴

한국경제(2014. 7. 11)

공주시민 자전거 사고나면 보험 혜택

충청매일(2014. 6. 30)

제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

충청매일(2014. 6. 30)

종로구, ‘나눔 자전거 수리대’ 시범 설치

국제뉴스(2014. 6. 24)

광주 남구, 승촌보·남광교 자전거 거점터미널 ‘인기’

광주드림(2014. 6. 30)

주민센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경인일보(2014. 7. 9)

낙동강 자전거길 자전거 대여소 운영

경남일보(2014. 7. 17)

부산광역시, ‘스마트 부산자전거여행 페스티벌 개최’

전자신문(2014. 7. 11)

‘온실가스 OUT, 자전거로 실천’

뉴스1(2014. 7. 17)

한반도 평화기원 한·일 4500㎞ 자전거로 ‘씽씽’

세계일보(2014. 7. 20)

구미시, 관내 유아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구미시청(2014. 5 21)

구미시, 2010년부터 주부자전거교실 운영 650여명 수료

구미시청(2014. 6 3)

‘자전거 타며 배우는 인성교육’

디트뉴스24(2014. 7. 7)

‘자전거 헬멧 착용’ 오산매홀중, 안전교육 실천

중부일보(2014. 7. 17)

충주시 사고위험 자전거길 2개 구간 정비 완료

충청투데이(2014. 7. 9)

“자전거 탈 땐, 안전 5계명 기억하세요!”

울산종합일보(2014. 7. 11)

춘천시 북한강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

뉴시스(2014. 7. 17)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한 자전거 등굣길

MBN뉴스(2014. 7. 20)

자전거 이용자 많을수록 도로 안전사고 감소한다

머니투데이(2014. 7. 2)

상 파울루, 버스 전용차로에 이어 자전거 도로 400km 건설

메트로(2014. 7. 8)

英 연구진, 자전거-전립선 상관관계 발견 “오래탈수록 암 위험↑”

이데일리(2014. 7. 10)

수원의제21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토론회

경기일보(2014. 7. 16)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사고 우려

대구일보(2014. 7. 16)

대학 공영자전거 시스템 대구대서 배우다

아시아뉴스통신(2014. 7. 17)

술취한 택시기사 자전거도로 운행하다 덜미 ‘면허취소’

머니투데이(2014. 7. 17)

우)411-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전화 031)910-3266

홈페이지 http://bicycle.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