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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만을 기반으로 하는 유고감지 시스템은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향을 받아 성능이 크게 하될 

수 있다. 그  가장 큰 요인으로 야간에 차량 헤드라이트의 향과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 따른 심 역

(ROI)  배경정보가 변화되어 오감지율이 증가한다는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에 기반을 둔 시스

템에 이  스캐 를 활용한 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하 다. 실험에서 상 기반을 둔 시

스템의 다수의 문제 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시스템에 한 신뢰성 문제도 향상 될 수 있음을 인

식할 수 있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Changing the environment around detecting areas may lower the performance of a video-based accident detection system. Region 

of interest(ROI) and background information changing constantly on account of the car headlights at night and a sudden changes in 

the weather are the biggest factors to increase the ratio of wrong results. Thus, we proposed and implemented the integrated accident 

detection system combined the video-based system and the laser-based imaging system. In this paper, we were able to overcome the 

majority problem of video-based system and it was a meaningful results that it can improve the reliability for the system.

키워드

Laser, Scanner, Image processing, Accident detection, Tunnal

이 , 스캐 , 상처리, 유고감지, 터

Ⅰ. 서 론

본 논문은 도로,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 등 기존

의 교통시스템에 자,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목시켜 신속, 렴하고 안 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고 

운 의 효율화에 기여 할 수 있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에 부가하는 유고감지 시스템에 

한 것이다. 오늘날의 ITS는 증하는 교통량과 교통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져오는 기오

염으로 인한 공해문제, 교통 환경의 악화 등 많은 문

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다. 

교통문제 해결을 한 교통시설 개량에는 막 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나 정부의 투자 재원 조달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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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통시스템의 운  방식으로는 우리들이 겪고 있

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1]. 이에 도로 

운 기 이나 경찰은 교통 혼잡  사고 등 교통문제

의 해소와 운 자 교통정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국민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해 경찰 교통 리시스템과 연계한 종합교통정보센터

를 수도권  국 주요도시를 심으로 설치하여 종

합 인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리하고 교통정보를 

효과 으로 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이

용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교통시설 투자에 병행하여 

첨단교통시스템 기술도입  활용을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의 안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유고감지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함과 더불

어 터  내 사고 후 상황을 알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터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감

지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로부터 추가 발생할 수 있

는 사고를 사 에 방하고 사고에 한 신속한 처리

를 통하여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재 많은 유고감지 시스템이 연구되어지고 있

고 도로 장에 용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사용되

고 있는 표 인 방법이 상에 기반을 둔 상 트래

킹 방법이나 상 처리 기법을 들 수 있다. 시각 으로 

확인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신속하게 사

고를 처리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

소화하는데 그 목 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반 시스템의 두 가지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하고자 하 다. 특히 후자의 연구에

서는 다양한 환경의 요인이 방해 요소로 작용되어 

상분석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 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터  내에서 상에만 기반을 둔 

유고감지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환경 즉, 불빛의 양, 

날씨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오류가 발생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고 구 하 다.  

이에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 련연구, 3장에 유

고감지 시스템 개선 제안 4장에서 제안 시스템 실험 

결과, 5장에서 결론 순으로 기술하 다. 

Ⅱ. 관련 연구

유고(有故) 감지 시스템은 지 까지 음성에 의한 

감지 방법과 상에 의한 감지 방법들이 용되어왔

다. 유고의 정의는 '도로상에서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교통사고, 차량고장  정지, 낙하물체, 유지 

 보수 작업과 같은 도로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이와 같이 도로 상에서 유고

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유고가 발생했음을 교통

통제센터에 알려져 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까

지는 근처의 도로를 통과하는  다른 운 자의 제보

에 의해서 알려지거나 도로 변에 시설된 카메라를 이

용한 원격에서의 감시 체계의 사람에 의한 도로 감시 

방법들이 정확성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속한 처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  상인식 기술의 발달로 

진 으로 사람 신에 IT 신기술로 체되고 있다. 

이는 사람에 의한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

는 시간  지연 문제 은 물류의 유통비용이 높은 

한민국의 실정에는 큰 문제 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종래의 문제 을 개선하여 도로상의 유고

를 감지하고 이에 해서 신속하게 처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자동으로 유고를 감지하는 방법들이 제안

된바가 있다. 즉, 일정 지 에서 카메라로 취득되는 

상을 자동으로 독하여, 차량이 차로 상에 장시간 

멈춰있는 경우에 이를 유고로 인식하는 지  유고감

지 방법과, 도로의 일정 구간에서의 교통 정보를 분석

하여 유고를 단하는 구간 유고감지 방법이 있다. 한

편, 종래 기술로서, 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

10-2009-0098525(출원일 : 2009년 10월 16일)에는 "터

 내부 차량 사고 단 시스템"가 개시되어 있는데, 

그림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사고차량에 의한 교통 정체
Fig. 1 Congestion of traff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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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내부 차량 사고 단 시스템은 각 차선별로 구

분하여 이동속도를 측정하고, 이에 통계  기법을 

용하여 유고 상황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이 시스템의 

구성은 도로 상황을 촬 하는 카메라와 차량의 속도 

비교 단장치로 구성되어 일정 구간마다 각 차선별

로 카메라와 속도 단장치를 설치하고 각 차선으로 

주행 인 차량들의 주행 속도를 측정하여 일정 시간 

동안 측정된 차량들의 주행 속도를 서로 비교하여 일

정 시간 동안 낮은 주행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차선을 사고 상황으로 단하는 방법이다. 이와 련

한 가장 큰 문제 으로 도로의 곡선 구간 등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어들게 되면, 차량의 운 자의 취향

에 따라 속 운 하는 차량들이 많을 수 있는데 단

지 사고가 아니어도 사고로 오보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을 근본 으로 가지고 있다.

그림 2. 상 기반 유고감지 시스템 
Fig. 2 Video based accident detection system

그림 2와 같이 설치되어 운  인 상 기반 유고

감지 시스템과 련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제안

되었으며 동 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 

되어왔다[1-3]. 그 종류로 기본 인 움직임 감지나 간

단한 구조의 센서형은 후 상을 비교하여 변화된 

픽셀 정보를 얻어냄으로 쉽게 동작 할 수 있다. 반면

에 움직임의 형태나 기타 상 내에 입력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한 분석은 입력되는 상 속에서 객체를 

구분하지 못하면 불가능 한 일이다. 

인식된 객체들의 움직임은 주로 차량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교통흐름은 오래 부터 유체 흐

름을 통한 근사를 용시켜 왔다. 수많은 분자들이 

성을 가지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압력의 차이에 의해 

로를 통과하는 유체는 차량의 충돌을 피하기 해 

서로 유기 인 간격을 유지한 채 도로를 진행하는 차

량들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

량들 각각을 구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요한 일이 

된다.[4-6]

 본 논문에서 사용된 교통흐름 동 상 속에서의 객

체 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여 보았지만, 후

화면의 차 상을 통하여 변화된 픽셀들의 군 집합을 

묶는 것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 상

을 YUV 값으로 환하고 각 임별로 후화면을 

비교하여 픽셀의 변화가 발생한 곳을 백색으로 처리

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차 상을 통한 흐름 그림은 흐름의 방향으로 

분명하게 차량들의 윤곽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차량

들의 윤곽만 반 된 상에서 윤곽선을 체 으로 

연결하면 폐곡선이 형성되고 한 차량의 각기 다른 작

은 폐곡선들은 서로 교차하여 체 으로 차량의 윤

곽과 유사하게 보인다. 이를 통하여 폐곡선 그룹을 각

각 하나의 객체로 인식한다.

그림 3. 차 상을 통한 흐름 상 
Fig. 3 Flow imaging from difference frame

인식된 객체들은 각각의 표 을 가지게 되는데 

상 차감 방법에서 객체들이 다음화면에서 연속하여 

재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인 차 상은 후 

두 개의 상만을 이용하고 차감 상 기법은 두 

임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상에서 각 객체를 구하

는 방법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차감 기법을 한 단

계 더 하고 다음 차감 상은 된 3개 임

에서 첫 번째 1개의 임을 제거한 후 추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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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 용하여 객체들의 연속성과 구분 능력을 갖

게 하 다. 이 게 구분된 객체들은 그림 4처럼 다양

한 운동의 변수들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

하기도 한다[7]. 

그림 4. 3  임 차감 용기법 
Fig. 4 Difference frame method by 3 step 

그러나 상기의 방법들 역시 다양한 환경 즉 비가 

오 경우 이 내리거나 구름이 감지 역에 드리워 과

도하게 변형을 래하는데 그 한계성이 나타났다. 본 

논문에는 상에 기반을 둔 시스템의 한계성을 극복

하고자  이 를 이용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시

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제안된 유고감지 시스템

학 이 를 이용하여 터 과 같은 아웃도어에서 

발생하는 유고를 감지하는 시스템에 한 것이다. 구

체 으로 학 이  스캐 를 이용하여 도로상의 

낙하물체 는 사고의 발생을 기에 감지하여 신속

하게 처할 수 있도록 한 사고감시 시스템으로 카메

라를 이용한 상시법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나아

가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하여 양단의 장 과 특징

을 기반을 둔 유고감지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터  안에서의 유고감지 시스템으로 3D 

스캐  는 2D 스캐 를 이용하여 터  내부의 상황

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감시하며, 터  내부에 설치

된 카메라는 감지된 사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단

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을 분석하여 유고상황을 

감지하고 사고 치를 리서버에 통보하는 단계로 구

성된 스캐 를 이용한 터  내 유고감지 시스템을 제

안하고자 한다. 그림 5의 스캐 를 이용하여 다리 구

조물의 형태를 촬 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의 

빛에 향을 받지 않아 상의 문제 을 극복할 수 

가 있다. 

그림 5. 스캐 를 이용한 다리 상
Fig. 5 The bridge image using scanner

제안 유고감지 시스템은 이  스캐 와 카메라, 

리 서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스캐 는 터  내

부에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

하기 해 3D 상을 촬 하기 한 것으로 터  내

부의 상단 는 측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 

스캐 의 설치 간격은 터  내부의 높이와 폭에 따라

서 달라진다. 이는 스캐 가 상의 각 픽셀에 해당하

는 지 에 이  빔을 발사하여 돌아오는 시간차를 

계산하여 촬 하는 방식으로 발사된 빔이 돌아오기 

해서는 스캐 와 노면의 반사각이 최소한 30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스캐 를 통하여 

감지된 사고 감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한 역

할과 터 의 내부 환경을 촬 하도록 터 의 내부에 

일정 구간마다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리 서버는 터

 내부에 설치된 스캐 와 카메라에 유/무선으로 연

결되어 수집된 자료를 송받아 유고상황을 단하고, 

그 결과를 리자에게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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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시스템 구성도
Fig. 6 The proposed system configuration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안 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내부 작업과 외부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내부 작업에

서는 심 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역을 규칙 으로 

스캐닝을 한다. 내부 작업 단계에서 스캐닝 한 자료는 

 처리 과정을 걸쳐 기 설정 역과 비교 과정을 

처리하게 된다. 여기서 도화 분석된 정보와 차이가 발

생할 때 유고를 감지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을 구 하

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알고리즘에 해당한다. 

그림 7에서와 같이 시스템 기에 설정된 검지 

역을 스캐 로 촬 하여 유고 상황을 단하는 기

이 되는 3D 기  상을 확보한다. 이후 시스템 운  

단계어서 지속 으로 스캔하는 검지 역의 3D 상과 

기 상을 비교하여 역 내 물체의 유무를 확인한

다. 여기서 임계 시간 동안 검지된 물체가 일정한 

치에 그 로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7. 스캐 의 상취득 단계
Fig. 7 image acquisition step by scanner

이때 동일한 물체가 고정된 치에 정지해 있을 때

는 유고 역으로 간주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

량의 이동을 감지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이 단계

에서는 상 차감기법을 이용하여 해당 역에 차량

의 흐름이 존재하는지의 단하여 유고 유무를 결정

하게 된다.

Ⅳ. 제안 시스템의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그림 8에서와 같이 이  센서를 

이용한 방법과 상인식 기술을 목하여 통합 시스

템을 구축할 경우 시각의 한계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

라 융합에 따른 인식률 증가를 가져 올 수 있었다.

그림 8. 통합제안 시스템의 장
Fig. 8 The advantages of proposed system 

integrates

그림 9와 같이 스캐  센서를 심으로 좌우 50m

를 기 으로 100m 구간에 3D 스캐 를 터  내에 설

치 한 후 사과 박스 사이즈에서 라면 박스의 1/2 사

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떨어드린 후 실험을 한 결

과 상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서는 차량이 다닌 경우 

즉 라이트를 켠 놓은 상태에서 인식률이 30%이하로 

매우 조한 반면에 스캐 를 이용한 경우 사이즈에 

계없이 높은 인식률을 보 으며, 특히 주변의 빛의 

양의 변화에 따라 인식율의 변화가 큰 상인식 기반 

시스템보다 매우 안정 인 인식률을 유지하 음을 보

여 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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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스템 용 시도
Fig. 9 Application examples system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만을 기반으로 하는 유고감지 

시스템의 문제  즉,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향

을 받고 2D 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오감지율

이 증가한다는 을 개선하고자 이  스캐 를 이

용한 유고감지 시스템을 제안하 다. 상 기반 시스

템의 주요한 문제 으로는 야간에 차량 헤드라이트의 

향과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 따른 심 역  배경

정보가 변화되어 오감지율이 증가한다는 과 상 

내의 차량 겹침 상으로 인한 유고감지 실패 그리고 

잦은 오인식 경보  알림으로 인한 시스템의 신뢰도 

하 등을 들 수 있는데 제안 시스템에서는 상을 

3D의 형태로 촬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이 발생

하지 않아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캐 가 측정용 스캐 라

는 측면에서 유고감지에는 불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포함하고 있고 매우 고가라는 과 단일 스캐

로 넓은 역의 3D 상을 정 하게 촬 함에 소요

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에서 감지 용 스캐

의 개발이 필요로 함을 인식할 수가 있었다. 한 

제안된 시스템이 터  이외의 환경에서 어떻게 설치

되어야 할 것인가에 한 연구와 다양한 환경 하에서

의 성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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