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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지능형 자동차, 무인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과 더불어 딥러닝에 기반한 

객체 인식 기술의 향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자

동차 시장만 볼 경우, 지능형 자동차든 무인자율주행자동차든 제일 중

요한 기술은 보행자에 대한 안전 기술이다.

국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1]

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주간 교통 통행량이 야간 통행량 보다 

많다. 그러나 교통사고 건수는 주야간의 차이가 근소하며, 야간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주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11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국내 주야별 교통사고 건수는 주간

(06:00~18:00) 129,049건, 야간(18:00~06:00) 102,986건이며, 사

망자 수는 주간 2,252명, 야간 2,369명이다. 야간에는 차량의 이동 량

이 주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음주운전, 과속, 졸음운전, 시인성 약

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많으며, 이로 인하

여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2013년 통계자료[2]에 따르면, 야간, 

새벽, 황혼 환경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전체 보행자 사고

의 25%는 주간(Daylight)에 발생하며, 72%의 사고는 야간(Dark)에 발

생한다. 약 2%의 사고는 각각 새벽(Dawn)과 황혼(Dusk) 시기에 발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차 對 보행자 간 교통사고에서 보

행자의 사망사고는 낮보다 밤 시간에 더 많이 발생한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사고 비율은 주간보다 야간에 3~6.7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또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EuroNCAP에서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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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안전도평가에서 보행자충돌안전성 영역에 대한 평가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야간 보행

자 충돌안전성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3].

이와 같이 야간 보행자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충돌을 최

소화하기 위한 야간보행자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 현재 기

술 동향과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Ⅱ. 상용화된 야간보행자 모니터링 기술

야간보행자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

해서는 ‘야간(Night)’, ‘보행자(Pedestrian)’, 모니터링

(Monitoring)’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야간은 주간을 제외한 것으로 일몰부터 일출까지 

시간을 의미한다. 이 때 조명은 가로등 유무, 차량 전조등 

유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보행자는 차량 충돌 사고와 관

련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걷거나 뛰거나, 앉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모니터링은 관심 대상체를 검

출하고 추적하여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 따라서 야간보행자 모니터링 기술은 다음 그림과 같

이 햇빛이 없는 다양한 야간 조명 환경에서 도로 위(인도, 

차도 포함)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검출하고 추적하

여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를 인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4]. 

<그림 1>은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

는 영역(low-beam, high-beam)과 나이트비전(night 

vision)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거리별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고속으로 이동 중일 때 원거리 보

행자를 미리 발견할수록 충돌 확률이 낮아진다. 야간보

행자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센서는 <표 1>과 같이 가시

광 카메라, 근적외선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PMD, 레이

더, 라이다(LiDAR) 등으로 나뉜다[6]. 일반적으로 카메라 

기반은 주변 조명이 있어야 동작하며, 가격이 매우 저렴

하고 공간해상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다양한 차종에 기

본적으로 장착된다. 근적외선 카메라(NIR)는 능동 방식

으로 검출 거리가 중간 정도 된다. 적외선(Thermal) 카

메라는 객체에서 방사되는 열을 감지하는 타입으로 가격

이 다소 높지만, 조명이 전혀 없어도 야간 보행자 검출

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PMD (Photonic Mixer Device)

는 ToF (Time-of-Flight) 기법으로 변조된 적외선 빛

을 이용하여 3D 센싱을 하며 공간해상도는 다소 낮지만 

중거리 객체 검출이 가능하다. 한편, 라이다는 능동 방식

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전방위에 존재하는 객체를 안정

적으로 검출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일

반적으로 수동 센서와 능동 센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센서 융합은 안정적인 야간보행자 모니터링

에 적합하다.

국내에서 스마트카를 위한 보행자 및 차량 검출은 주

간 카메라인 가시광(CCD) 영상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주로 Viola 및 Jones가 2001년도에 제안한 Adaboost

를 기반으로 CCD 영상에서 보행자 및 차량을 학습하여 <그림 1> 조명 조건에 따른 야간보행자 모니터링 환경[5]

<표 1> 야간보행자 검출용 센싱 기법 및 특성

센서 FOV 각도해상도 검출거리 거리해상도 조명 HW비용 SW복잡도

카메라 Med. Med./High Low/Med. Med. Passive,needs light Low High

옴니 카메라 Large Low/Med. Low Low Passive,needs light Med. High

NIR Med. Med./ High Low/Med. Med. Active, works in dark Low High

Thermal IR Med. Low/Med. Low/Med. Low Emissive, works in dark High Med.

PMD Small Low Med. Low/Med. Modulated light source Med. Med.

Radar Small Low High High Active, works in dark, rain Med. Low

LiDAR Large Med. Med. High Active, works in dark High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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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ing window 방식으로 검출한다. 특징량은 2005년 

Dalal과 Triggs가 제안한 HOG 기법을 사용한다. EURO 

NCAP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2016년부터 AEBS 

(advanced emergency break system) 평가 시, 보행자 

위치 검출을 5스타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행자 및 차

량 검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기존 

CCD기반 보행자 및 차량 검출 알고리즘을 고속화하기 

위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인하대에서는 OpenCL 기반 

보행자 검출을 스마트폰에 구현한 바 있다[7]. 국외에서

는 나이트비전(야간 HDR, IR카메라)을 2000년부터 캐딜

락 DTS에 장착하였고, 그 후 2002년 랜드크루저, 2004

년 혼다 레전드, 2005년 BMW 7시리즈에 장착하였으며, 

이 때는 운전자에서 나이트 비전 영상을 전시해주는 1세

대 방식이었다. 그 이후 나이트 비전 시스템에 보행자 및 

차량 검출 기술을 장착하여 <그림 2>와 같이 운전자에게 

인식한 보행자 정보를 계기판을 통해 알려준다. 벤츠S클

래스 나이트뷰 어시스트+, BMW7시리즈의 나이트비전, 

Ford 나이트비전이 여기에 해당한다[8]. 특히 아우디는 

PMD라는 3D 센서를 야간보행자 모니터링 적용을 위해 

연구 중이다.

Ⅲ.   Thermal IR 카메라 기반 야간보행자 

검출 기술

1. 적외선 보행자 검출 기술 동향

적외선 영상 기반 보행자 검출 기법은 군사적 목적, 감

시 목적으로 200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보행자는 

36.5도의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에서 다소 

검출하기 쉽다. 즉, 배경이 찬 겨울이나 시골과 같이 나

무, 풀이 많은 환경에서 보행자가 또렷하게 보인다. 그러

나, 적외선 영상 기반 보행자 검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주야간 사용에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   더운 여름의 의한 열원 : 한 여름 도로의 열, 건물의 

열 등에 의해 보행자와 배경의 온도 역전에 의해 보

행자가 검게 보이기도 한다.

-   불균일 밝기 : 머리 부분이 하체보다 다소 밝으며, 

거리, 자세, 외투 등에 의해 밝기 변화가 심해진다.

-   보행자 흐려짐(Blur) : 가시광 영상에 비해 적외선 

영상은 영상 흐려짐이 심하고 텍스처 정보가 누락되

어 있다.

-   대조비 감소 : 배경 온도가 보행자의 온도가 유사하

여 온도차가 발생하기 않을 경우, 대조비가 없어 보

행자 검출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인 적외선 보행자 검

출 흐름은 <그림 3>과 같이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 검출,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분류

기를 이용한 검출(Detection), 최종 보행자 위치설정

(Bounding Box)와 같다.

ROI 추출은 다양한 큐(Head Blob, 대칭성, 투영, 거

리, 모션 등)를 사용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 시키는 역

할을 하며, 특징 추출은 분류기에 들어가 보행자의 특

징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특징점만 검색할 경우에는 

sparse 기반이라고 하며, 모든 픽셀에서 검색하는 것

은 dense 기반이라 한다. 과거에는 특징점에만 특징량

을 추출하였지만, 검출 성능이 dense가 더 우수하여 모

든 점에서 특징점을 추출한다. 보행자 관련 특징은 edge, 

<그림 2> 야간보행자 모니터링 기술: (a) Autoliv: Thermal IR 사용,  

(b) Audi: PMD 센서 사용, (c) BMW: Thermal IR 사용,  

(d) Ford: Thermal IR 사용

<그림 3> 적외선 영상 기반 일반적인 야간보행자 검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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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arr, LBP 

(Local Binary Pattern), Shape Context, Wavelet 

Transform, Channel Features, ACF (Aggregated 

Channel Features) 등이 있다. 보행자 검출은 머신러

닝에서 사용하는 분류기를 사용하여 보행자인지 배경

인지 구분한다. SVM, Adaboost, Boosted Tree, Deep 

learning 등이 있으며, 특징점에서만 특징량이 있을 경

우, 분류기를 직접 적용하며, dense 특징점은 sliding 

window 형태로 동작한다. 특히, sliding window를 영상 

피라미드에 적용할 경우, 방대한 계산량이 소요되기 때문

에 실시간 처리를 위해 GPU 코딩이 필요하다. 마지막 과

정은 Bounding Box를 이용하여 검출 영역을 확정한다. 

2005년 Xu et al.은 보행자의 머리 부분이 hot spot을 

보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도로 영역 및 hot spot을 이

용하여 1차로 검출한 후 이 ROI에 대해 SVM 기반 분류

기를 적용하여 최종 보행자를 검출하는 방식이다[9]. Hot 

spot이 없을 경우, 검출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 2003

년 Bertozzi et al은 관심 영역에 대해 보행자의 밝기 대

칭성, 에지 대칭성, 에지 밀도 정보를 선형 결합하여 보

행자를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10]. 대칭성을 이용

하기 때문에 정면, 후면만 동작하며 보행자가 다양한 자

세를 보일 경우 검출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Fang et al.은 2004년 보행자의 자세 모양에 불변인 보

행자 기법을 제안하였다[11]. 밝기 정보를 세로로 투영하

여 프로파일이 높은 부분을 보행자로 판단하는 방식이

다. 보행자 자세에 불변이지만 복잡한 배경에서는 오검

출이 많이 된다. 2005년 Davis와 Keck은 보행자의 에

지 정보와 Adaboost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검출하도

록 제안하였다[12]. 백상/흑상 보행자 모두 검출할 수 있

는 특성이 있지만, 카메라가 고정된 CCTV에 최적화되

어 이동 차량용에는 제한된 성능을 보일 수 있다. 2007

년 Zhang et al.은 에지 정보와 방향 정보 특징량을 머신

러닝 기법(Adaboost, SVM)과 결합하여 보행자 검출하

는 기법을 제안하였다[13]. 2007년 Jungling과 Arens는 

컴퓨터비전에서 제안된 SURF 특징량과 implicit shape 

model (ISM)을 보행자 검출에 적용하였다[14]. 머리, 어

께, 팔, 무름, 발 등과 같이 특징점에 대해 보행자의 중

심 좌표를 입력한 후, 실제 테스트 영상에서 보행자 중심

에 대해 voting을 함으로써 검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

법은 특징점 검출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클러터 

환경이나, 대조비가 낮아 특징점이 약한 영상에서는 검

출 성능이 떨어진다. 유사한 기법으로 Shape Context와 

Adaboost를 결합한 보행자 기법도 제안되었다[15]. 한편, 

컴퓨터비전에서 물체 분류에 많이 활용된 Codebook 기

법을 적외선 보행자에 적용하여 개선된 검출 성능을 얻기

도 하였다[16]. 

2. 물리적 온도 기반 보행자 검출 기법

이와 같이, 현재까지 제안된 적외선 보행자 검출 기법

은 주로 가시광 기반 컴퓨터비전에서 제안된 기법을 재적

용하거나 조금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 보행

자의 열 특성, 온도 특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에 기초한 방

법은 전무한 상태여서 영남대 김성호교수팀은 이러한 관

점에서 보행자 DB를 구축하고 관련 보행자 특성 분석, 검

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장비는 <그림 4>와 같이 구

성되었다. 실제 교통 상황에서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 안

전성과 차량 진동 영향을 고려하여 차량 지붕에 IR 카메

라와 CCD 카메라를 설치했고, 두 카메라 사이의 이격 간

격을 최소화했다.

DB 구축은 1년에 걸쳐 6회(3월, 5월, 6월, 7월, 11월, 

12월) 실시 되었으며, <그림 5>는 6월에 구축한 DB 실

험 결과로써 야간 IR/CCD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이때, 

IR 영상은 raw 정보가 내포된 grayscale 영상으로 FLIR 

카메라 시스템 내부에서 영상의 온도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 4> IR-CCD 영상 획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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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gram equalization을 통해 자동으로 contrast가 재

조정된다. 6월 DB 실험에서는 주야간 시골길에서의 거리 

별, 동작 별 보행자 출현, 캠퍼스 내 실제 보행자 출현, 

교통 상황에서 실제 보행자 출현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6

월 DB 실험에서는 주야간 비디오 촬영을 1시간 24분 52

초 수행했다. 6월 DB 실험에서 야간 시골길, 캠퍼스, 교

통 상황 CCD 영상에서는 차량, 가로등, 건물의 조명 등 

때문에 근거리 보행자는 식별할 수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

질수록 보행자를 잘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IR 영상에

서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보행자를 잘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보행자의 열 정보와 배경의 열 정보 차이가 비교적 드

러나는 계절인 초여름에 실험을 수행하여 contrast가 드

러났다. 

<그림 6>은 제안된 기법으로써 Gray-ACF와 TIR-

ACF (Thermal infrared radiometry-ACF)의 알고

리즘을 보여준다. Gray-ACF는 기존의 LUV color 3 

channel을 적외선의 grayscale 특성에 최적화하기 위해 

gray color 1 channel으로 변환한 기법이다. 즉, Gray-

ACF는 기존의 ACF에서 적외선 영상이 명암의 강도를 통

해 출력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color feature channel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 TIR-ACF는 적외선 열 정보의 특성

이 손실된 gray color 1 channel을 사용하는 대신 적외

선 열 정보의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온

도 특징 1 channel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물리적 온도를 직접 이용하는 TIR-ACF는 다

음 식과 같이 정규화 하는 방법에 따라 NT (normalized 

temperature)-TIR-ACF ((식 (1)), SNT (saturated 

and normalized temperature)-TIR-ACF (식 (2))로 나

뉜다. NT-TIR-ACF는 온도값을 보행자의 최고 온도인 

40으로 나눠 정규화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고, SNT-

TIR-ACF는 40도가 넘을 경우 40도로 수렴한 후, 정규

화한 수행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다.

                             (1)

                     
(2)

<그림 7>은 Gray-ACF와 TIR-ACF의 계절별 성능 

평가를 비교한 것이다. 성능 비교에는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사용했으며, 최종적

인 검출 성능은 log-averaged miss rate를 사용했다. 적

외선 보행자 검출 성능 평가용 DB는 gray와 온도 데이터 

모두 계절별로 학습용 보행자 샘플 1800개, 학습용 배경 

샘플 9,000개, 학습용 배경 영상 50개, 템플릿 크기 28

×52 이며, 전체 계절을 모두 포함하는 적외선 검출 성능 

평가용 DB는 gray와 온도 데이터 모두 학습용 보행자 샘

플 7068개, 학습용 배경 샘플 38,010개, 학습용 배경 영

상 226개, 템플릿 크기 28×52이다. 계절별 테스트 데이

터는 5월, 6월, 7월 DB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제외한 것 

중 보행자가 출현하고 있는 영상을 사용했으며, 전체 계

절 테스트 데이터는 5월, 6월, 7월의 테스트 데이터를 모

두 포함하고 있다. Gray-ACF용 DB에서는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온도 정보를 기반으로 contrast를 재조정해주

<그림 5> 야간 보행자 영상 획득 예

<그림 6> 보행자 검출 기법:(좌) 기존 Gray-ACF, (우) 제안한 TIR-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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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istogram equalization 기능을 배제했다. 성능 비

교 평가를 통해 5월 DB에서는 SNT-TIR-ACF가 gray-

ACF에 비해 10% 성능 개선을 보이며 가장 성능이 높았

고, 6월 DB에서는 NT-TIR-ACF가 gray-ACF에 비해 

8% 성능 개선을 보이며 가장 성능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7월 DB에서는 SNT-TIR-ACF가 gray-

ACF에 비해 5% 성능 개선을 보이며 가장 성능이 높았지

만, 7월 DB 특성 상 Contrast가 낮게 측정되므로 전체적

으로 miss rate가 90% 이상으로 성능이 매우 안 좋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계절 DB에서는 NT-TIR-ACF가 

gray-ACF에 비해 11% 성능 개선을 보이며 가장 성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contrast에 민

감한 적외선 grayscale 보다 가변성이 적은 적외선 온도 

기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야간 보행자 검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TIR-ACF의 5, 6월 보행자 검출 결과 영상

을 보여준다. 근거리 및 중거리에 있는 보행자 검출을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나타나는 오검출은 다중

센서 융합 또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행자 검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외선 데이터

셋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적외선 방사 분석 

온도 기반의 데이터셋을 제안했으며, 적외선 데이터의 환

경 변화에 대한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별로 여러 

시나리오에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또한, 제안된 방사 

분석 온도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온도 기반으로 최적화된 

보행자 검출 기법을 제안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온도 

데이터가 기존 적외선 grayscale에 비해 성능 개선에 도

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적외선 데이터 프로

세싱의 한계를 뛰어넘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적외선 및 가시광 영상 융합을 통한 보행자 검출 

향상 기법

보행자 검출 시 주로 주간에는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CCD 카메라를 사용하고, 어두운 야간에는 적외선을 볼 

수 있는 IR 카메라를 사용한다. 하지만 단일 카메라만 사

용하여 환경제약 없이 보행자를 검출하기에는 <그림 9>

와 같이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CCD-IR 카메라를 융합하여 보행자를 검출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영상 융합 기법을 이용한 보행자 검출 과정은 <그림 

10>과 같이 4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CCD와 IR 카메

라를 사용하여 같은 시간의 장면을 획득한다. 똑같은 장

면을 획득 하더라도 카메라 렌즈의 특성 차이로 인해 두 

장면의 동일 타겟 간 좌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

<그림 8> TIR-ACF의 5월 및 6월 DB에서 보행자 검출 결과 예 <그림 9> 주/야간 환경에서 단일 카메라 기반 보행자 검출의 한계

<그림 7> Gray-ACF와 TIR-ACF의 성능 평가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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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2단계에서 2차원 영상의 좌표를 조정하는 영

상 매칭 작업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자

유롭게 움직이는 물체를 2차원 영상에서 매칭하기 위해

서는 homography를 이용한다. 두 2차원 영상 간에 관계

를 homography로 모델링하여 투영 변환을 통해 좌표를 

조정할 수 있다. 3단계는 매칭된 영상을 기반으로 CCD

와 IR 영상의 보행자를 검출하여 보행자 검출 점수를 추

출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 추출된 점수를 기반으로 DST 

(Dempster-Shafer Theory) 융합 작업을 수행한다[17]. 

DST 융합을 위해 먼저 가설집합을 보행자와 배경으로 설

정한다. 다음으로 가설집합과 카메라의 가중치를 할당한

다. 카메라의 가중치(Mass) 할당을 위해 CCD 영상의 상

단 50 픽셀 정도의 intensity 값을 측정하여 주/야간을 

분류한다. 주간에는 CCD 카메라에, 야간에는 IR 카메라

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할당하고, 세 번째 단계에

서 추출된 보행자 검출 점수를 기반으로 멱집합 원소들에 

가중치를 할당한다. 가중치 할당 작업이 완료되면 DST 

융합이 가능하다. 

보행자 Dataset은 CCD 이미지 1,180장, IR 이미지 

2,216장을 수집하여 학습에 사용하였다. 검출 성능 실험

을 위해 주/야간의 실제 도로 위 보행자 영상을 획득한 

다음 주간 25장, 야간 25장을 선별하여 총 50장의 테스

트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주/야간의 전체적인 단일 영상

과 융합 영상의 검출 성능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반

적인 DST와 제안된 방법의 DST 융합 검출 결과를 비교

하였다. 단일 영상과 융합 영상의 검출 성능을 비교한 결

과, <그림 11>과 같이 영상을 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

대 약 20%의 miss rate가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12>는 야간에는 CCD 영상의 검출 성능이 좋

지 않지만, IR 영상의 검출 결과를 융합하여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결과 예를 보여준다. 

Ⅳ. 전망과 결론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선택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하였고, 주로 사용하

고 있는 적외선 영상을 중심으로 보행자 검출 관련 기술 

동향을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행자 온도 기반 DB 구축, 온도 기반 보행자 검출 

기술, 그리고 가시광 영상과 적외선 영상 융합을 통한 성

능 향상 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야간보행자 검출 기술

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며, 다양

한 환경에서 적외선 DB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은 R-CNN, SSD 

(single shot detection), YOLO (you only look once)와 

같으며, 이를 야간보행자 검출에 야간보행자 검출에 적용

하면 더욱 우수한 성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

<그림 10> 다중센서 카메라 융합을 이용한 보행자 검출 시스템
<그림 11> 단일카메라 및 다중센서 융합 기반 보행자 검출 성능 비교

<그림 12> 다중센서 카메라 융합을 이용한 보행자 검출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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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NVIDIA에서 개발한 Jetson TX2보드의 보급으로 자

동차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 및 연

구를 하고 있다. 야간 보행자 검출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

기 위해 IR+CCD+RADAR+LiDAR 등과 같은 다중센서

융합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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