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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비행 시간 측정(TOF) 센서와 동일한 View로 고정되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수평 설치 

가능한 카메라를 연구 개발한다. 이 카메라는 객체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1,280x720 해상도 적용하고 

30fps로 영상을 출력하며 180°이상의 광각 어안렌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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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들 속에서 잠시나마 휴대폰을 쳐다본 경험이 

있을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앞차가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당신은 인터넷이나 카톡을 보고 있다. 눈 

깜빡할 순간에 차에서 경고사이렌이 울리고 불빛이 깜박거린다. 앞의 

광경을 보자마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여러분은 

누구나 한번쯤 이러한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의 

레이더(라이더)와 카메라 모듈 덕분에 사고를 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길 바란다.

컨슈머 리포트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57%)가 차량의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 덕분에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1].

II. Camera Module Design

(1) 카메라 모듈 설계

� TOF 센서와 동일한 View로 고정(Fig. 1)

�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수평 설치

Fig. 1. 차량 사각지대의 카메라 센서 검지 영역

(2) 카메라 모듈 사양(Table 1)

� 객체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80x720 해상도 적용

� 30fps 영상 출력

� 180°이상의 광각 어안렌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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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양

Effective Pixels 1,312(H) x 740(V)

Pixk-Up Device 1/2.9“High-Sensitive CMOS Sensor

Lens Fixed f=1.7mm, F#2.0, 190°(D)

Resolution 1,280(H) x 720(V)

S/N Ratio 50dB 이상

Standard

Illuminance
200 Lux (3200°K)

Data Output AHD (NTSC/PAL)

Frame Rate 720p

Power Source DC5V/12V

Power

Consumption
150mA@normal (@DC5V)

Operating 

Temp.
-20℃ ~ 70℃ (습도 : 0%RH ~ 95%RH)

Storage Temp. -30℃ ~ 90℃ (습도 : 0%RH ~ 95%RH)

Dimension 32(H) x 32(V) mm

Weight 약 12g (W/O ext. Cable)

Table 1. 융합센서 카메라모듈 사양 

(3) 카메라 모듈 기구 설계

- Dimension : 32(H) x 32(V) mm

Fig. 2. 카메라 기구와 어안렌즈 구조

III. Schematic and Parts List

(1) 회로도

Fig. 3. HD CMOS 카메라 회로도 

(2) 부품 리스트

Fig. 4. HD CMOS 카메라 부품 리스트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TOF 센서와 동일한 View로 고정되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수평 설치 가능한 카메라의 개발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카메라는 객체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80x720 해상도 적용하고 

30fps로 영상을 출력하며 180°이상의 광각 어안렌즈를 적용이 가능하

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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