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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raining or snowing, windshield wiper system is very important for safety of driver. However, manual wiper system frequently

needed to be controlled for sufficient visibility and it was very uncomfortable. So, rain sensor which controls automatically was devel-

oped. This rain sensor technology uses optical sensing technique sensed the rainfall by receiving reflected light of rain dropped on the

windshield. The technology used optical sensor was simple and easy to implement as a rain sensing system in the car. However, it is

sometime shown low accuracy to measure rainfall on the windshield when affected by ambient lights from surroundings. It is also given

inconvenience to the driver to control the car. To solving these problems, we propose a rain sensing system using image sensor and the

fuzzy wiper control algorithm.

Keywords: Image Sensor, Wiper System, Vehicle Sensor, Fuzzy control

1. 서 론

차량 지능화 및 전장 부품 집적, 통합화 추세에 따라 차량에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시스템 적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

운전 시스템 기능 중 운전자의 시야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능화 차량의 구현

을 위해서는 차량의 위치나 속도와 같은 상태 정보와 차량 외부

의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제어 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므로 지능화 차량에서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다양

한 지능형 센싱 및 제어(intelligent sensing and control) 알고리즘

이 요구된다[1]. 이런 운전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

는 차량 부품 중에서, 윈드쉴드(windshield)는 차량 운전 시 운전

자의 안전을 위한 시야 확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다. 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비나 눈이 오는 경우, 윈드쉴

드 와이퍼 시스템은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비나 눈의 양은 시간과 차량의

속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종래 와이퍼 시스템의

경우,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와이퍼 속도와

작동 주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와이퍼 제어는 운전자의

주의력 및 집중력의 저하를 불러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윈드쉴드에 떨어

지는 빗방울의 양에 따라 와이퍼 작동 유무 및 그 속도를 자동

으로 조절해 주는 Rain Sensor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3,4].

현재 강우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종래의 방법은 윈드쉴드에

낙하한 빗방울에 의한 반사광을 수신하여 빗방울 양을 감지하

는 방식[5]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 감지 영역과 감지 불

능 영역의 존재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먼지 등 이물질에 의한

오작동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우적 감지 방법과, 이미지의

빗방울 분포도 및 개수를 입력 변수로 하는 퍼지 와이퍼 제어

알고리즘 제안한다.

2.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우적 감지 알고리즘 설계 

및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량 와이퍼 제어 시스템은 Fig.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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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를 감지하는 이미지 센서 부, 감지된 이미지에서 우적

을 분석하는 이미지 분석 부, 그리고 분석된 정보를 이용하여

와이퍼 속도를 결정하는 판정 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을 이

미지 센서와, 우적 알고리즘 설계, 퍼지 제어 알고리즘 설계로

나누어 아래에 설명 하였다.

2.1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는 Table 1과 같은 성능을 가진, 수동 포커스 조

절이 가능한 삼성 SPC-A800M 모델을 이용하였다. 해당 모델

은 센서 전면 부에 포커스 링을 이용해 자유로운 초점 거리의

조절이 가능하며, 이 조절을 통하여 빗방울의 모양만 또렷이 인

식되고, 배경은 흐리게 보이도록 초점 거리를 설정 할 수 있다.

그리고 Fig. 2에서 보이는 윈드쉴드와 렌즈 사이의 거리는 실험

을 통해서 빗방울의 패턴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동시에 배

경삭제가 가장 잘되는 거리를 선정한 것이다. 이 거리는 카메라

의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윈드쉴드에서의 빗방울 감지

면적과 상관이 있다. 해당 거리에서 이미지 센서의 빗방울 감지

면적 계산결과 Fig. 3과 같이 약 701.5 mm2임을 확인 하였다

 2.2 우적 알고리즘 설계

이미지 기반 우적 감지를 위하여 Fig. 4와 같은 이미지 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이미지 처리가 끝난 후 퍼지 와이퍼 제어를

위하여 Fig. 5와 같은 강수량 분석이 필요하다. 강수량의 분석

은 수분 레벨과 분포도를 이용하여 강우 상태를 결정하며, 수분

레벨은 영상 처리가 완료된 352×288 영상에서 비가 묻어있는

화소수로 정의 된다. 분포도는 전체 영상(352×288)을 16×16 단

위로 나누고, 이 구역 내에 1값을 가진 화소가 하나라도 존재하

면, 그 구역 전체에 1값을 할당한 후, 1값을 가진 화소수를 전

체 화소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분포도로 정의 하였다[3,6].

Fig. 1. Wiper control system block diagram.

Table 1. Image sensor spec

Image Sensor CMOS

Maximum pixel 3264*2448(800 Mega)

Maximum FPS 30 FPS

Focus Manual Focus

Fig. 2. Image sensor.

Fig. 4. Image processing flow chart.

Fig. 3. Sensing area.

Fig. 5. Precipit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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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도 = 1값을 가진 화소수/전체화소수(101,376/256) (1)

그리고 팽창 연산이 완료된 영상을 NI(National Instruments)

LabVIEW에서 제공하는 IMAQ PAR VI(Image Acquisition

Particle Analysis Report VI)에 연결하여 빗방울 개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IMAQ PAR VI는 바이너리 이미지에서 검출

된 객체의 개수 및 구멍의 수, 입자의 픽셀 사이즈 등의 측정을

포함하는 리포트의 배열을 반환한다[7]. 본 연구에서는 IMAQ

PAR VI에 빗방울 만 남아있는 이미지를 입력하여, 반환되는 배

열들 중 객체의 개수를 곧 빗방울 개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2.3 퍼지 제어 알고리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영상 처리를 통하여 계산된 강우 상태, 즉 분

포도와 빗방울 개수에 따라 와이퍼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퍼지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특히 운전자의 판단 능력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모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퍼지

논리를 이용한 와이퍼 제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

다[8,9].

퍼지 제어 알고리즘은 Fig. 7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퍼지 알고리즘은 크게 퍼지 제어 부와 이미지

처리 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퍼지 제어 부는 다시 퍼지화 부, 지

식기반 부, 의사결정 부, 비퍼지화 부로 나누어져 있다. 퍼지화

부는 제어기 입력 변수의 값을 출력하며, 입력 변수 값의 영역

(range)을 이에 대응되는 전체집합으로 사상(mapping) 시킨다.

또, 입력 데이터를 적당한 언어적인 값으로 변환시키고 이 언어

적 값은 다시 멤버쉽 함수로 바꾸는 퍼지화를 수행한다. 지식기

반부는 제어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제어 목적이 기술된다. 지식

기반은 제어 규칙(control rule)을 표현하며, 제어 목적과 전문가

에 의한 제어 규칙을 언어적인 규칙으로 표현한다. 의사결정 부

는 퍼지 제어기의 실행 부가 되는데 퍼지 관계와 퍼지 논리의

추론 규칙을 도입하여 퍼지 제어 입력을 구해주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비퍼지화 부는 출력된 퍼지 값을 무게 중심법에 의

해 비퍼지화 한 값으로 변환 시킨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이미지 처리 부에서 이미지 센서

로부터 이미지 획득 후 모든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여 계산 된

빗방울 개수와 분포도를 퍼지 제어 부로 넘겨 주게 된다. 이 후

퍼지 제어 부에서 입력 변수의 퍼지화 후, 퍼지출력을 추론하게

된다. 하지만 추론된 값은 퍼지 값이므로 비퍼지화 부를 통해

비퍼지화 후 와이퍼의 제어가 가능한 와이퍼 속도 값으로 출력 된다.

이러한 퍼지 제어를 위하여 먼저 퍼지 제어 규칙을 결정 하

여야 한다. 제어 규칙은 Table. 2와 같이 운전자의 경험을 바탕

으로 하여 결정 하였다[10]. 즉, 동일한 면적에 빗방울 개수가

많을수록(안개 혹은 보슬비) 와이퍼 속도를 빠르게, 빗방울 개

수는 적으나, 그 크기가 클수록(소나기) 와이퍼를 빠르게 동작

시킨다는 운전자의 경험을 이용하여 퍼지 제어 규칙을 결정하였다.

이후 Table 3과 같이 언어 변수를 정의 후 해당 변수에 대한

퍼지 집합을 Fig. 8, 9와 같이 결정 하였다. Table 3을 보면 빗

방울 개수(C)와 분포도(D) 퍼지 언어 변수, 모두 동일하게 S(Small),

RS(Regular Small), L(Large), RL(Regular Large)로 선정 하였다.

여기서 빗방울의 개수는 물 분자의 응집력으로 인해 현재 설정

Fig. 6. IMAQ particle analysis report VI.

Fig. 7. Fuzzy controller schematic diagram.

Table 2. General linguistic rules for controlling a wiper

IF it is not raining or drizzling, THEN the wiper should be set to 

“OFF.”

IF it is drizzling lightly, THEN use a long delay interval setting on the 

wiper.

IF it is drizzling heavily, THEN use a short delay interval setting on 

the wiper.

IF it is raining lightly, THEN use a continuous low speed setting on 

the wiper.

IF it is raining heavily, THEN use a continuous high speed setting on 

the wiper.

Table 3. Fuzzy linguistic variable

linguistic Value expression

Small S

Regular Small RS

Medium M

Regular Large RL

Larg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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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지 면적에서 최대 300개 내외로 측정되어, 최대 빗방울 개

수는 300개로 정하였으며, 분포도는 최대 100%로 정하였다. 

그리고 비퍼지화 시 와이퍼 속도 결정을 위한 Extension Table

을 Table 4와 같이 Z=0, S=1, RS=2, M=3, RL=4, L=5 로 결정

하였다. 

언어 변수의 결정 후 빗방울 개수(C) 5분류와 분포도(D) 5분

류로 각 언어항의 값에 따라 Table 5와 같은 25가지의 제어 규

칙이 만들어졌다.

빗방울 개수(C)와 분포도(D)로 만들어진 제어 규칙을 다시 룰

테이블(Rule Table)로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의 룰

테이블을 이용하여 실시간 입력되는 빗방울 개수(C)와 분포도

(D)에 따라 와이퍼 속도를 실시간으로 계산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퍼지화 방법으로 무게중심법(center of gravity)

을 사용하였다. 무게 중심법은 멤버쉽 함수의 값을 갖는 모든

요소들의 무게 중심을 취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된다.

2.4 우적 감지 및 퍼지 와이퍼 제어 시스템 구현

이미지 센서로부터 얻어진 빗방울 개수와 분포도로 우적의 양

을 감지하고 와이퍼의 속도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Fig. 10과 같

은 폼으로 완성 되었으며, LabVIEW를 이용하여 개발 되었다.

시스템은 크게 레인 이미지를 분석하는 부분과 분석된 데이터

를 이용하여 와이퍼 속도 제어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Fig. 8. Fuzzy member ship function of raindrops.

Fig. 9. Fuzzy member ship function of distribution.

Table 4. Extension table

linguistic variable speed

Z (Zero) 0

S (Small) 1

RS (Regular Small) 2

M (medium) 3

RL (Regular Large) 4

L (Large) 5

Table 5. Fuzzy control rule for controlling a wiper

R1 if D = S and C = S then Extension = Z(0)

R2 if D = S and C = RS then Extension = Z(0)

R3 if D = S and C = M then Extension = S(1)

R4 if D = S and C = RL then Extension = RS(2)

R5 if D = S and C = L then Extension = M(3)

R6 if D = RS and C = S then Extension = Z(0)

R7 if D = RS and C = RS then Extension = S(1)

R8 if D = RS and C = M then Extension = RS(2)

R9 if D = RS and C = RL then Extension = M(3)

R10 if D = RS and C = L then Extension = RL(4)

R11 if D = M and C = S then Extension = S(1)

R12 if D = M and C = RS then Extension = RS(2)

R13 if D = M and C = M then Extension = M(3)

R14 if D = M and C = RL then Extension = RL(4)

R15 if D = M and C = L then Extension = L(5)

R16 if D = RL and C = S then Extension = RS(2)

R17 if D = RL and C = RS then Extension = M(3)

R18 if D = RL and C = M then Extension = RL(4)

R19 if D = RL and C = RL then Extension = L(5)

R20 if D = RL and C = L then Extension = L(5)

R21 if D = L and C = S then Extension = M(3)

R22 if D = L and C= RS then Extension = RL(4)

R23 if D = L and C = M then Extension = L(5)

R24 if D = L and C = RL then Extension = L(5)

R25 if D = L and C = L then Extension = L(5)

Table 6. Fuzzy control rule table

C

D

S RS M RL L

S Z(0) Z(0) S(1) RS(2) M(3)

RS Z(0) S(1) RS(2) M(3) RL(4)

M S(1) RS(2) M(3) RL(4) L(5)

RL RS(2) M(3) RL(4) L(5) L(5)

L M(3) RL(4) L(5) L(5) 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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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레인 이미지 분석

레인 이미지 분석 부분은 제일 먼저 이미지 센서로부터 입력

된 원본 이미지를 빠른 처리를 위하여 352×288로 크기를 줄이

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줄어든 이미지는 [Source Image]

창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되며, 초당 약 4프레임의 처리 속도

를 가지게 된다. 

레인 이미지의 모니터 중 분석을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Capture] 버튼을 눌러 분석을 시작하게 된다. 분석이 시작되면

[Source Image]창은 일시 정지 상태가 되며, 해당 창의 이미지

가 Fig. 10과 같은 모습으로 [Particle Image]창에 나타나며, 옆

쪽의 [Area], [average] 인디게이터(Indicator)로 각 빗방울의 픽

셀 크기와 전체 빗방울 픽셀 크기의 평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Selected Particle] 컨트롤을 이용하여 분석 각각의 빗방울을

선택하여 그 크기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1을 보면 현재 선택된 빗방울의 크기는 93픽셀이며, 전

체 빗방울 크기의 평균은 80.2픽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인 이미지 분석은 [Return] 버튼을 눌러 종료 할 수 있

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센서가 다시 이미지 획득을 시

작하며, 일시 정지 되었던 [Source Image] 윈도우도 다시 실시

간 이미지를 나타내게 된다.

2.4.2 와이퍼 속도 제어

와이퍼 속도 제어 부분은 이미지 분석을 하지 않을 때에 항

상 동작하는 부분으로 Fig. 1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Number

of particle] 인디게이터는 현재 [Source Image]의 빗방울 개수

나타내주고, [Distribution]은 빗방울 분포도, 그리고 두 변수를

이용하여 퍼지 계산 결과가 [Defuzzification] 인디게이터에 나

타난다. 퍼지 계산 결과는 곧 와이퍼 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Wiper Speed] 인디게이터를 통하여 알아보기 쉽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Fig. 11의 결과를 보면 현재 빗방울의 개수는 107개 이고, 분

포도는 약 32%로 퍼지 계산 결과 와이퍼의 속도는 2로 결정된

상태이다.

3.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의 제안 시스템 실험은 내리는 비의 분포와 빗방울 개

수에 따라 결정되는 와이퍼 제어 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13과 같이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윈드쉴드에 분무기를 이용하

여 물을 뿌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크게 3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진행 하였다. 첫 번째는

빗방울 개수는 적으나 분포도가 큰 상황, 두 번째는 빗방울 개

수는 비교적 많으나 분포도가 작은 상황, 세 번째로 빗방울 개

수가 많고 분포도 역시 큰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 10. Rain sensing system.

Fig. 11. Rain image analysis.

Fig. 12. Wiper speed.

Fig. 13. Windshield and imag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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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험 결과

3가지 상황에 대한 실험 결과 빗방울 개수가 적고, 분포도가

큰 상황에서 결정된 와이퍼 속도는 2, 빗방울 개수가 많고, 분

포도가 작은 상황에서는 3, 빗방울 개수가 많고, 분포도 역시 큰

상황에서는 5로 결정 되었으며, 자세한 실험 결과는 아래에 설

명 하였다. 그 밖에 와이퍼 속도가 1로 결정된 경우는 빗방울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30%사이의 분포도를 나타냈으며,

와이퍼 속도 4의 경우 약 55~75%사이의 분포도 에서 주로 결

정 되었다. 

3.1.1 빗방울 개수는 적으나, 분포도가 큰 상황

Fig. 14는 빗방울 개수는 적으나, 분포도가 큰 상황에 대한 실

험 결과이다. 다시 말해 크기가 큰 빗방울들이 드문드문 내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Fig. 14를 보면 빗방울 개수는 72개, 분포

도는 약 50%로 결정 되었다. 이때 빗방울의 평균 사이즈는 약

291픽셀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변수를 이용한 퍼지 계산 결과

와이퍼 속도는 2로 결정 되었다.

3.1.2 빗방울 개수는 많으나, 분포도가 작은 상황

Fig. 15는 빗방울 개수가 많으나, 분포도가 작은 상황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다시 말해 크기가 작은 빗방울들이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Fig. 15를 보면 빗방울 개수는 204개, 분

포도는 약 57% 로 결정 되었다. 이때 빗방울의 평균 사이즈는

약 68픽셀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변수를 이용한 퍼지 계산 결

과 와이퍼 속도는 3으로 결정 되었다.

3.1.3 빗방울 개수가 많고 분포도 역시 큰 상황

Fig. 16은 빗방울 개수가 많고, 분포도 역시 큰 상황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다시 말해 크기가 보통인 빗방울들이 전체적으

로 고르게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Fig. 16을 보면 빗

방울 개수는 219개, 분포도는 약 82%로 결정 되었다. 이때 빗

방울의 평균 사이즈는 약 145픽셀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변수

를 이용한 퍼지 계산 결과 와이퍼 속도는 5로 결정 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광학 방식의 우적 감지 대신 이미지 센

서를 이용한 우적 감지 알고리즘을 설계 하였다.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우적 감지 알고리즘은 우적 이미지의 분석을 통하여 빗

방울의 분포도와 개수를 계산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산된 빗

방울 분포도와 빗방울 개수를 입력 변수로 하는 와이퍼 퍼지 제

어 알고리즘을 제안 개발 하였다. 

Fig. 14. A Few raindrop and large distribution. Fig. 15. Many raindrop and small distribution.

Fig. 16. Many raindrop and larg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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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은 빗방울의 크기

가 작으며 많이 내리는 상황, 빗방울의 크기가 크지만 드문드문

내리는 상황, 빗방울의 크기가 보통이며 고르게 자주 내리는 상

황, 이렇게 3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 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우적 감지 알고리즘에 의하여 3가지 상황 모

두 운전자가 직접 판단하는 강우 상태와 유사하게 분포도와 빗

방울 개수를 파악 할 수 있었으며, 계산된 분포도와 빗방울 개

수를 이용한 와이퍼 퍼지 제어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 역시, 운

전자가 내리는 판단과 비슷한 와이퍼 속도를 얻어 낼 수 있음

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광량이 충분한 낮일 경우

만을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으므로, 노광량이 충분하지 못

한 밤과 같은 경우를 위한 실험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

다. 또한 실험실에서 직접 원하는 강우 상황을 연출하여 진행한

실험 이므로 향후 실제 비가 오는 야외 상황에서의 실험 역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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