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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발전되고 있는 정보통신 IT 기술은 자동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고 있다. 근래에는 운전자의 안

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IT 기술이 접목된 장치들이 장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성이 증가된 장점과 함께 운전자의 주

의 분산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단점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식

과 종류의 안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 이상의 센서를 이용한 레이더센서 와 카메라 융합 방식 

및 Stereo Camera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Camera를 이용하여 주/야간 차선이탈 경보 및 장애물 및 보행자 

인식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현 하고 차량에서 인식률 평가 및 유효성을 분석 하여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다기능 주행 

안전 플랫폼 연구를 제안 한다.

ABSTR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is being developed recently has been greatly influencing the 
automobile market. In recent years, devices equipped with IT technology have been installed for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the driver. However, it has the advantage of increased convenience as well as the disadvantage of 
increasing traffic accidents due to driver 's distraction. In order to prevent such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afety 
systems of various types and ways. In this paper implements a platform that can recognize LDWS and FCWS and PDWS 
by using a single camera without using radar sensor and camera fusion and stereo camera method using two or more 
sensors, and proposes to study multi-function driving safety platform using a single camera by analyzing recognition rate 
evaluation and validity on a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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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의 증가는 사

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신호위반 차

량 간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등의 교통사고가 있지만 

주된 큰 원인은 졸음운전에 의한 차선 이탈 사고 및 전

방 장애물 추돌 사고이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

면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23%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로 집계 되었으며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

르면 해마다 적어도 100,000회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졸음에 의한 차선 이탈 및 전방추돌 사고라는 발표를 하

기도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일부 국가에서는 졸음운전

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첨단운전안전시

스템을 향후 생산 되는 차량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

록 권고 및 법제화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들

은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첨단운전안전시스

템 을 자율 주행 자동차 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상용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사

항은 운전 중 차선 이탈 방지 및 위험 상황에서 전방장

애물 충돌을 대비한 차량 자동긴급제동이며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라이다센서와 비전센서를 융합하여 

장애물 종류와 거리 그리고 차선을 판단하여 제어하는 

시스템 방식과 해외 모빌아이 시스템을 License를 주고 

도입 하여 적용 및 연구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2개 이상의 센서를 이용하지 않고 저

렴한 단일 비전 센서 기반 주행안전 플랫폼을 제안하고 

차선 이탈 방지 및 전방 장애물 검출 알고리즘을 구성하

여 실 차 환경에서 인식률의 유효성 및 결과를 분석에 

목적이 있으며, 현재 양산되고 있는 모빌아이 시스템과 

인식률을 비교하여 재안하는 플랫폼의 성능 수준을 비

교 점검 할 것이다.

Ⅱ. 첨단운전안전시스템

본장에서는 첨단운전안전시스템의 대표적인 차선이

탈 경고 시스템과 전방추돌시스템 및 보행자 인식 경고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2.1.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은 운전자가 원하지 않게 차선

을 이탈할 경우 경고해 주는 시스템이다 . 이와 같은 시

스템은 필수적으로 차선 감지 및 운전자에게 시각적, 청
각적, 촉각적 경고를 주어야 한다. 차선을 인식할 수 있

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차선에 단위 자석을 묻거나 특

수한 페인트로 차선을 칠하는 방법 과 두 번째는 차량에 

비전센서를 장착하여 차선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첫 번

째 방법은 기존 도로에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비전센서 기반의 차선 검

출은 기술은 Software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현재 도로

의 차선을 검출할 수 있다.[1] 그림 1은 비전센서를 이용

한 차선 검출 방법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Computer vision lane recognition example

2.2.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전방추돌경고 시스템은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인 차

량 또는 장애물을 감지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 및 조향 장치와 연동 하여 자동 정차시

켜주는 시스템으로 차량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보조 기술이다.[2] 전방의 차량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비

전센서를 통하여 입력된 영상을 통해 차량의 외곽선, 그
림자, 후미등, 대칭성 등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게 된

다.[3-4] 그림 2는 차량의 대칭성을 이용한 검출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Detection method using 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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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행자 인식 경고 시스템

보행자 인식 시스템은 주행 중 운전자의 주의 분산 에 

의한 보행자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를 감지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안전 시스템이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40%가량

이 보행자이며 그림 3은 보행자를 인식하는 방식 중 대

표적으로 사용되는 AdaBoost 알고리즘[5]을 설명한 그

림이다. 많은 특징 집합 가운데 최적 조합을 선택하여, 
빠르게 Strong Classifier를 구성하여 학습하는 방식으

로, 입력 영상을 고정된 크기로 분할한 후 각 분할 영역

마다 객체 모델로 사물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Fig. 3 AdaBoost algorithm operation screen

Ⅲ. 제안 시스템 구성

본장에서는 첨단운전안전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3.1. 첨단운전안전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구성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나

타내고 있다. 크게 ECU부와 카메라 센서로 구성되어 있

으며 ECU는 크게 차량 속도, 전조등의 CAN 정보를 받

기위한 MCU부와 비전센서에서 입력 받은 영상 데이터

를 처리하는 DSP부로 구성 되어 있다.

Fig. 4 Implementation System Hardware Block Diagram

ECU의 DSP는 비디오 처리에 적합한 TI의 DaVinci 
Platform을 기반으로 구성 하였으며, Automotive 동작

온도 규격(40~125℃)을 만족 한다. 
카메라 이미지센서는 CMOS HDR 이미지센서를 사

용하였으며 Dynamic Range 115db, FOV 16˚(D) * 12.4˚
(H) * 21˚(V) 및 Frame Rate 30fps에 출력 해상도 720p
를 가지는 Omnivision의 OV10635 모델로 구성 하였으

며 기구는 윈드쉴드에 장착 가능한 구조로 제작 하였다.

3.2. 첨단운전안전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실시간으로 입력된 영상을 통해 차선이탈 경고 소프

트웨어의 동작 흐름은 그림 5와 같다. 

Fig. 5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Software Block 
Diagram

입력된 영상에서 앞서 큰 밝기 차이가 나는 차선의 특

징을 강조하여 얻기 위해 Sobel 필터를 적용한다. 
Sobel edge는 픽셀 간의 밝기 변화율을 이용하여 특

정 사물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영상

처리 분야 및 컴퓨터 비전 분야 등에 크게 응용되고 있

다[6]. Sobel 데이터에서 미리 지정해 놓은 최소한의 차

선 크기보다 큰 픽셀 영역만을 추출하여 각각의 영역에 

번호를 지정하고 영역의 넓이, 길이, 폭, 위치, 무게 중심 

등의 특징을 함께 연산하여 저장한다.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 0이 아닌 값을 갖고 있는 픽셀에서 일정 크기 이상

의 것들을 차선 후보로 가정하여 영역의 위치나 중심점 

등 영역의 특징을 연산하여 함께 저장한다. 이 후,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차선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7].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은 크게 주간

과 야간의 2가지 타입으로 구성하였다. 주간에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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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검출은 차량의 범퍼, tail gate등 수직 및 수평 edge들
을 검출하여 차량을 검출 하는 방식으로 구성 하였으며 

야간에는 카메라의 저조도 특성으로 형상 파악에 한계

가 존재하여 그림 6과 같이 후방 램프의 대칭성 특징을 

이용하여 차량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Fig. 6 FCWS nighttime software block diagram

검출된 전방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계산하여 주행 속

도 및 충돌 위험도를 판단하여 이벤트를 발생하여 운전

자에게 경고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보행자 인식 알고

리즘은 그림 7과 같다.

Fig. 7 Pedestrian Detector Warning System Software 
Block Diagram

Video frame 단위로 입력받은 영상을 Gray영상으로 

변환한다. 보행자 위치에 따른 보행자 크기에 대한 

Scale space를 생성하고 scale에 따른 ROI영역을 설정한

다. 보행자 검출은 Scale에 따른 윈도우를 한 pixel 단위

로 움직이며 수행한다. 보행자 검출 윈도우를 사용함에 

따라 특징적인 부분들을 비교 조합하여 형상을 추출하

고 다수의 검출 결과를 병합 과정을 거쳐 보행자 검출 

유무를 판단하여 표출한다. 보행자의 사이즈를 24×72
픽셀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연산을 피하고 오 검출을 줄

이는 것이 가능하다.

Ⅳ. 실험 환경 및 결과

본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성한 3장의 플랫폼 및 알

고리즘을 실 차 환경에서 인식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
식률의 비교 대상은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양산되고 

있는 모빌 아이 단안 카메라 기반 AEB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가지고 CAN OBD를 통해 차선이탈 발생시 

CAN Signal Warning 메시지 및 주행 중 실험을 위한 선

행 차량 전방충돌 상황에서 발생되는 CAN Signal 
Warning 메시지를 취득하여 인식률 을 측정할 수 있었

다. 도로는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를 주행 상황에서 임

의적으로 차선이탈 및 충돌 상황을 만들어 CAN정보를 

통해 인식률을 측정 할 수 있었다. 표 1은 모빌아이 시스

템의 차선이탈 경고 및 전방충돌 경고의 결과 값을 나타

내고 있다. 차선이탈 경고 결과는 98%의 결과 값 및 전

방충돌경고는 95%의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

률에 대한 평가는 주행 중 Free Test로 수행하였으며 미 

인식 관련으로는 공통적으로 외부의 환경 중 역광에 의

해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보행자 인식은 

평가한 모빌아이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되어 확인할 수 없

었다.

Table. 1 Mobileye LDWS & FCWS Actual result 

Driving

Summary of results

LDWS FCWS

S F Result S F Result

Highway 40 0 100% 39 1 98%

General 
road 38 2 95% 37 3 93%

Total 78 2 98% 76 4 95%

표 1의 모빌아이 실차 측정한 인식률을 목표로 본 논

문에서는 그림 8 과 같이 주행안전 시스템을 실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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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구성하였다. 실험 환경은 차량 상태에서 카메라

와 모니터를 ECU에 연결하고 실차 검증 장비와 주행안

전 시스템과 USB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영상을 

소프트웨어 검증 툴을 이용하여 분석 및 저장하여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다.

Fig. 8 Driving safety system

4.1.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LDWS) 결과

그림 9는 차선이탈경고 시스템 플랫폼에서 측정한 

영상이다. 정상적으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경

우 좌, 우 차선의 각도가 각각 32.3, 39.3도 정도로 대략 

비슷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Lane's default location screen

차선 좌측과 우측의 차이는 주행 영상 촬영 시 카메라

의 설치 각도와 운전 습관의 차이로 차량의 중심이 도로

의 중심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실제 촬영된 

도로 영상에서도 차선의 좌, 우의 기울기가 다르게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는 차선의 변경 과정에서 

좌, 우 차선의 각도 변화 값을 측정한 것이다.

Table. 2 Lane angle change

Frame L Angle R Angle

1 35.34 35.85

2 35.72 35.6

3 36.03 35.34

4 36.15 35.11

5 36.34 34.86

…… …… …….

80 37.39 70.83

81 36.04 70.12

82 34.69 69.86

83 33.34 68.95

84 31.99 67.71

84 30.64 67.04

…… …… …….

156 34.68 39.85

157 34.79 39.45

158 34.88 38.94

표 2의 R Angle 값을 확인해 보면 60도 이상으로 각

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차선을 이탈하여 경

고가 발생됐음을 알려준다. 표 3은 실제 도로에서 측정

한 LDWS 결과 값이다.

Table. 3 Evaluation result of lane departure vehicle

Driving
Summary of results

Lane
Departure

Alarm 
Occurrence

False 
alarm

Recognition 
rate(%)

Highway
(90 Km) 21 21 2 99.7%

General road
(50 Km) 17 17 0 98.6%

City road
 (60 Km) 8 8 1 93.6%

TOTAL 36 36 3 97.3%

오 경보는 정상 주행 시 주행 거리 당 경보 발생 횟수

이다. 인식률은 오 경보 발생된 부분의 데이터를 포함 

하여 작성되었으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인식률이 떨어 

졌다. 원인으로는 주행 중인 도로의 차선 위치가 약간 

틀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오 경보는 소프트웨어 알고리

즘의 오류 부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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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FCWS) 결과

그림 10은 주간 FCW 주/야간 인식률을 나타낸 것이

다. 평가 기준은 ‘인식률 = 1회 이상 인식 성공 객체 수 / 
영상 내 객체 수 × 100’으로 환산하였다. 

Fig. 10 Daytime vehicle recognition result

표 4는 측정 결과 값이다.

Table. 4 Evaluation result of lane departure vehicle

Environment Recognition 
rate(%) FPPI

Day
Time

Front vehicle 88.23 0.0043

Rear vehicle 83.33 0

Side vehicle 85.70 0.0061

TOTAL 86% -

그림 11은 야간에 FCW를 측정한 것으로 램프의 대

칭성을 통해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

Fig. 11 Night Vehicle Recognition

표 5는 측정 결과 이다. FPPI= 전체 오 인식 객체 수 / 
전체 프레임 수를 나타낸다. 

Table. 5 Night Vehicle Recognition Results

Environment Recognition 
rate(%) FPPI

Night
Time

Front vehicle 74.23 0

Rear vehicle 80.53 0

Side vehicle 75.43 0

TOTAL 77% -

FCWS 실차 테스트 결과 야간 대비 주간의 인식률 이 

더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차량의 패턴의 다양성과 빛에 

의한 환경적 오류로 80% 수준의 인식률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 

실험의 결과 값의 DB를 축적하여 알고리즘에 반영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보행자 인식 경고 시스템(PDWS) 결과

보행자 인식 경고 시스템은 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측정하였다. 이유는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의 

Framework에는 흔들림 보정 및 Camera Motion 추정 알

고리즘 미 반영되어 인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12는 

카메라를 통해 취득된 주/야간 보행자 영상이다. 주간 

대비 야간 검출 영상에서 보행자의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음으로 배경과 객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Fig. 12 Measure pedestrian recognition 

주간에서 보행자 인식은 정상 범위 안에서 95%의 성

능 검출이 되었지만 보행자의 신체 일 부분만 검출 되었

을 때는 보행자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야간

에서 보행자 영상은 신체 전체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 

보행자 인식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별 

보행자 인식률을 확인하기 위해 보행자를 일정한 거리

에서 주/야간 모드에서 각 거리마다 20회 측정하였다. 
거리 별 인식률은 표 6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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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Correction 
Algorithm

Distance
Day Time Night time

Recognition Fail Result
(%) Recognition Fail Result

(%)

30m 19 1 95% 16 4 80%

40m 19 1 95% 16 4 80%

60m 20 0 100% 14 6 70%

100m 18 2 90% 6 14 30%

야간에서의 인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나이트비전용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CMOS HDR 카메라 성능의 한

계 때문이다. 그래도 적외선램프를 사용하여 60미터에

서 70% 인식률의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레이

더센서나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카메

라 영상을 이용하여 차선이탈 경보 및 주/야간 장애물 

및 보행자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주행 안전시스템을 구

현하고 실 차 기반 인식률 평가 및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의 평가 결과 97% 인식

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양산 적용된 모빌아이 시

스템 98% 와 동등 수준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평가 결과 선행 차량

에 대해 주간 86%와 야간 77%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

며 차량의 패턴의 다양성과 빛에 의한 환경적 오류로 

82% 수준의 인식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 실험의 결과 값 및 

차량의 형상 분류 등 DB를 축적하여 알고리즘에 반영 

한다면 모빌아이 시스템 95% 와 동등 수준의 인식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세 번째 보행자 인식 시스템 평가 결과 Camera 

Motion 추정 알고리즘이 추가 되지 않아 정차 중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주간에서 보행자 인식률은 95%의 성과

를 도출하였지만 야간에서 보행자 신체 전체가 원활하

게 나오지 않아 보행자 인식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전방차량 및 보행자 인식 관련

CMOS 카메라 저조도 개선과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알고리즘 및 DB구축에 보완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간과 야간에서의 주행안전 시스

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상황인식을 위

해 영상 처리에 의존하게 될 카메라 기반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자율 주행 시스템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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