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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지원을 위한 레이더 및 비전센서 융합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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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ultiple vehicle recognition algorithm based on radar and vision sensor fusion for lane change 
assistance. To determine whether the lane change 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not only a primary vehicle which is located in-
lane, but also other adjacent vehicles in the left and/or right lanes. With the given sensor configuration, two challenging problems are 
considered. One is that the guardrail detected by the front radar might be recognized as a left or right vehicle due to its genetic 
characteristics.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a guardrail recognition algorithm based on motion and shape attributes. The other problem 
is that the recognition of rear vehicles in the left or right lanes might be wrong, especially on curved roads due to the low accuracy of the 
lateral position measured by rear radars, as well as due to a lack of knowledge of road curvature in the backward direc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proposed that the road curvature measured by the front vision sensor is used to derive the road curvature 
toward the rear direction. Finally, the proposed algorithm for multiple vehicle recognition is validated via field test data on real roads. 
 
Keywords: vehicle recognition, guardrail recognition, road curvature 
 
 

I. 서론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Euro-NCAP)에서는 전방 물체와의 

충돌 위험시 긴급 제동하는 자동 긴급 제동(AEB: Automatic 
Emergency Braking) 시스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경
고를 주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선 유지를 보조하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등과 같은 운전지원시스템의 장착

을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3
년도 차대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정면 추돌과 측면 직각

충돌이 각각 27.83%, 39.17%로 발생하였다. 이는 전방뿐만 아
니라 전측방이나 후측방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차선 변
경 지원(LCA: Lane Change Assistance)이나 사각지대 인지

(BSD: Blind Spot Detection) 시스템과 같은 운전지원시스템 개
발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AEB나 적응형 순항제어(ACC: Adaptive Cruise Control)와 같
은 운전지원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로 전방에 레이

더와 비전센서를 사용하여 자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

는 차량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에 성공하였

다[2-7]. 더 나아가 LC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방과 

후방을 기준으로 각각 좌측 혹은 우측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
량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좀 더 넓은 인지범위를 
가지고 있는 레이더나 비전센서가 사용된다면 더욱 좋겠지

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레이더

와 비전센서를 기반으로 좌우차선의 차량을 인지하는 기술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가드레일 옆을 주행하는 상황에서 레이더가 가

드레일을 인지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그림에서 검정색 
X표시 참조). 그림 1(a)와 그림 1(b)는 각각 시간 t1과 t2의 주
행 상황이며, t1에서는 가드레일 너머에 인지되던 물체(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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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tection of guardrail at t1. 

 
(b) Detection of guardrail at t2. (c) Bird’s eye view (t1~t2). 

그림 1. 전방 레이더의 가드레일 인지 시나리오. 
Fig.  1. Guardrail detection scenario by front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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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X표시 참조)가 t2에서는 주행차로 안에서 인지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c)는 t1에서 t2동안 레이더의 주변 물체

에 대한 종횡방향 상대 거리 측정결과를 표현한 결과이다(t1
에서의 인지 결과는 O표시, t2에서의 인지 결과는 X표시, t1~ t2
동안의 인지 결과는 실선표시). 그림 1(c)를 통해 t1에서 가드

레일 너머에 인지된 물체(그림 내 빨간색 표시)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가드레일을 통과하고 t2에서는 주행 차로 안에서 
인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드레일 측방 주행 
시 레이더의 인지성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레이더 물체 
(그림 내 빨간색 표시)는 전측방 차량으로 오인식 될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실도로 주행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비전을 융합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8-11]. 
또한 가드레일 인식은 주로 가드레일에 대한 레이더 혹은 라
이다 인지 결과를 확장된 물체(extended target)로 집단화하고, 
이를 추적(tracking)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12-14]. 

LC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 및 후측

방에 인접한 좌측 및 우측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인식이 
필요하다. 접근방식은 사용되는 센서의 구성에 따라 후측방 
레이더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후방비전센서를 이용하는 경우

로 나뉠 수 있다[15-18]. 후방비전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 
곡률반경도 동시에 측정을 해서 고속도로에서도 좌·우측 차
선에 위치한 차량을 인식할 수 있으나 날씨나 조도에 대해 
민감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후방 차량을 미검지하거나 오
검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후방레이더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방 도로의 곡률반경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곡
선도로에서 좌·우측 차량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결
과적으로 LCA나 BSD의 오작동으로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와 비전센서의 융합을 통하여 레이

더가 인지한 사물의 형태(차량 또는 가드레일)를 구분함으로

써 전방 좌·우측 차량의 인지 성능을 개선하고 전방 비전센

서의 도로곡률반경 정보를 후방 좌·우측 차량 인지에 적용하

여 오판단 상황을 개선하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 나
아가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센서 구성 및 문제정의 

전방 및 전측방 주행 차량 인식을 위해 77GHz기반 전방 
레이더와 단안 비전센서가 사용되었고, 후방 및 후측방 차량 
인식을 위해 후측방 레이더 2대가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사
용된 센서의 인지 거리 및 범위는 표 1과 같다. 전방 레이더

의 경우 인지 대상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총 64개의 물체정보

를 측정하며, 후측방 레이더는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만 총 
31개의 물체 정보를 측정한다. 비전센서의 경우에는 총 10개
의 전방 차량에 대한 정보와 차선 검출 결과를 출력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에서 사용

한 인지 센서의 출력 정보는 표 2에서 요약하였다. 
주어진 센서 구성을 기반으로 차선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선 별로 전방에 주행하는 차량 
3대와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 3대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선별 위치에 따라 
Front Vehicle in In-lane/Left-lane/Right-lane (FVI/FVL/FVR)으로 

각각 정의하였으며 비슷한 방법으로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
량을 Rear Vehicle in In-lane/Left-lane/Right-lane (RVI/RVL/RVR)
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III. 전방 다중 차량 인식 알고리즘 

ACC와 같은 운전지원시스템을 위하여 레이더만을 사용하

여 FVI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측정된 횡방향 위
치정보와 요레이트 값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기술이 몇몇 논
문에 소개되어 있다[3-5,7]. 더 나아가 레이더와 비전센서가 
활용되는 경우 레이더에서 인지된 장애물이 비전센서를 통
해서도 인지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장애물의 종류가 차량임

을 판단한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횡방향 위치정보와 비전

센서를 통해서 측정된 도로 곡률반경을 반영하여 좀 더 신뢰

도 높게 FVI를 인지할 수 있다[6,9].  
표 1에서 명시된 센서를 사용하여 차선 변경 지원을 위해 

좀 더 넓은 영역, 즉 좌우차선에 위치한 차량을 인식하는 경

표   1. 환경 센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environmental sensors. 

Sensor Detection range Field of view 
Front 
radar 

Long mode 160 ~ 180 m 15 ~ 25° 
Short mode 60 ~ 80m 80 ~ 100° 

Front vision 70 ~ 90m 60 ~ 80° 
Rear radar 60 ~ 80m 160 ~ 200° 

 
표   2. 센서 출력정보. 
Table 2. Nomenclature of sensor output. 

Sensor Symbol Description 

Front 
radar 

F
ix  i-번째 전방 물체와의 종방향 상대 거리 
F
iy  i-번째 전방 물체와의 횡방향 상대 거리 
F
ix&  i-번째 전방 물체와의 종방향 상대 속도 

Front 
vision 

V
jx  j-번째 전방 차량과의 종방향 상대 거리 
V
jy  j-번째 전방 차량과의 횡방향 상대 거리 

0c  전방 도로의 곡률 
j  차선과 차량 진행방향 사이의 각도 

Fr  전방 도로의 곡률 반경 (1/c0) 

Rear 
radar 

R
ir  i-번째 후방 물체와의 상대 거리 
R

ir&  i-번째 후방 물체와의 상대 속도 

In-vehicle 
sensor 

v  자차량의 속도 
y&  자차량의 요각속도 (yaw rate) 

 

 
그림 2. 전방과 후방 다중 차량의 정의. 
Fig.  2. Definition of front and rear multiple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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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림 3(a)

와 같이 레이더와 비전센서(그림 내 X 표시와 □ 표시 참조)

의 종횡방향 거리 측정 값의 차이가 더욱 커질 수가 있거나 
그림 3(b)와 같이 레이더의 측정 범위가 비전의 측정 범위와 
달라서 한 개의 센서에 의해서만 차량이 인지될 수가 있다. 
따라서 레이더만을 사용하여 FVR과 FVL을 인식해낼 수 있
어야 한다. 

레이더만을 이용하여 FVR과 FVL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가드레일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림 1과 같이 직선도

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레이더가 인지한 물체들의 횡방

향 위치 정보만을 이용하여 가드레일임을 판단할 수가 있다. 
하지만 도로 상 가드레일의 위치는 다를 수 있으며 곡선로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림 4(a)는 고속도로 상 
1차로에서 주행하는 상황이며, 레이더 인지 결과를 그림 4(c)
에 표현하였다. 검정색 X로 표현한 가드레일에 해당하는 물
체의 횡방향 위치(그림 내 y축 참조)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
3.6 (m)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4(b)는 국도에서 주행하

는 상황이며, 그림 4(d)는 레이더 인지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가드레일에 해당하는 물체(그림 내 검정색 X표시)의 횡방향 
위치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2.4 (m)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곡
선로의 경우도 동시에 고려될 경우 레이더에 의해서 검지되

는 물체 중 가드레일에 해당되는 물체를 구별해내는 것이 더
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전방 다중 차량을 인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림 3과 

4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알고리즘

을 구성하였다. 즉, 상황 인지(situational awareness), 물체 분류

(object classification), 그리고 전방 차량 인지(recognition) 모듈

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 인지는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지 차
선을 변경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모듈로 비전센서의 차선과

의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을 하며 본 논문에서는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상황만을 고려하였다.  
물체 분류 모듈은 다시 운동 속성(motion attribute)와 형태 

속성(shape attribute)으로 나뉠 수 있다. 운동 속성의 경우 물
체가 정지인지 이동인지를 판단하며 기구학을 기반으로 사
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19]. 

 1Dynamic if 

Stationary otherwise

F F
i i

i

x 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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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ì + + >ï=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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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모든 ie 는 설계상수를 뜻한

다. 형태 속성은 차량/가드레일/장애물로 분류한다. 우선 차
량으로의 판단은 그림 3(a)에서 설명하였듯이 레이더와 비전

의 위치 값간 거리가 미리 정해놓은 설계상수를 만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가드레일을 판단하

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레
이더에 검지된 물체가 차량이나 가드레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장애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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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집단화를 위한 zk 정의. 
Fig.  6. Definition of zk for clustering. 

  
(a) Performance difference of 

position measurement. 
(b) Misdetection of vehicle out of 

vision sensor’s field of view. 

그림 3. 전측방 차량 판단의 어려움. 
Fig.  3. Difficulties of recognition of front vehicles in left or right 

lane. 

 

  
(a) Driving in highway road. (b) Driving in local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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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ird’s eye view of guardrail on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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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ird’s eye view of guardrail on suburb road. 

그림 4. 도로별 가드레일 인지 상황. 
Fig.  4. Detection of guardrail by front radar on different roads. 

 
그림 5. 전후방 차량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 구성도. 
Fig.  5. Schematic diagram of front and rear vehicle recognition. 

Multiple Vehicle Recognition based on Radar and Vision Sensor Fusion for Lane Chang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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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에 의해 검지된 물체의 형태 속성을 가드레일로 판
단하는 알고리즘은 투사(projection), 집단화(clustering), 가드레

일 속성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레이더에 
의해서 검지된 물체 중 운동 속성이 정지로 구분되는 물체의 
종횡방향 위치를 도로 모델을 이용하여 자차와 평행한 축(즉 
그림 6의 y축 참조)으로 투영시킨다. 즉 비전센서가 출력하는 
도로의 곡률 정보와 차선과 차량간 진행방향 사이의 각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차량 중
심 좌표계(body-fixed coordinat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모델을 정의 할 수 있다(그림 6 참조)[12,20]. 

 2
0( ) 0.5ry f x c x xj= = +  (2) 

도로 모델을 기반으로 식 (1)에서 정지로 분류된 레이더의 
트랙(track) 값을 y축으로 투영을 시킨 후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
00.5 ( ) ( )F F F F

k k k k k r kz y c x x y f xjé ù= - + = -ë û  (3) 

여기서 아래첨자 k는 운동 속성이 정지로 분류되는 트랙을 

뜻한다. 2차원상에 놓여있는 정지장애물을 투영 과정을 통
해 1차원으로 정규화를 시키고 오름차순 정렬을 통해 zk로 
재정의한다.  
형태 속성을 가드레일로 판단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zk

를 이용하여 불연속점(breakpoints)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집
단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식 (3)에서 정의되어 있는 zk를 이용

하여 불연속점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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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속한 두 개의 zk를 비교하여 차이가 임계 값보다 크면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하여 두 개의 점을 임시적인 불연속점

으로 정의한다. 그 후 두 개의 임시 불연속점 사이에 존재하

는 정지 장애물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집단화를 수행하

고 해당 임시 불연속점을 최종 불연속점으로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그림 1에서 언급한 가드레일 사이에 위치하며 전
방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유사한 상대속도로 이동하는 레이

더 물체는 집단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의 과정

은 정지 장애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단화를 통해 구한 불연속점을 이용하여 가

드레일 영역과 레이더 64개 물체의 위치정보를 아래 식 (5)
와 같이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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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g는 집단화를 통해 선정된 가드레일에 해당하는 정
지장애물의 종방향 상대거리를 의미한다. 또한 y1과 y2는 각
각 집단화의 결과를 통해 구한 불연속점의 횡방향 위치이다. 
위의 식 (5)를 만족하는 레이더 물체의 경우에는 형태 속성

을 가드레일로 부여한다. 따라서, 전방 레이더가 출력하는 64
개 트랙의 형태 속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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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 ]V V T
j j jp x y= ÎÂ 는 전방 비전센서로 측정된 j번

째 물체의 위치 값이며 2[ ]F F T
i i iq x y= ÎÂ 는 레이더가 측

정한 i번째 물체의 위치 값을 뜻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사
용된 레이더의 횡방향 위치 측정 정확도가 낮아 가드레일 자
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방법 [12,13]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어 레이더 검지 물체 중 가드레일에 해당하는 물
체가 FVL이나 FVR로 오인식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더 검지 물체의 형태 속성을 매 샘플마다 판단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가드레일의 위치가 가변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가드레일 형태 속성 판단 기술의 과정 및 결과를 그림 7에서 
표현하였다. 그림 4(a)에서 소개한 고속도로 주행 상황에서 
가드레일 판단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그림 7(a)와 
(b)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그림 7(a)에서는 가드레일

을 판단하는 과정 중 투영결과와 불연속점 선정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식 (1)을 통해 분류된 정지 장애물(그림 내 검정 
X표시)를 y축에 투영시키기 위해 식 (3)과 같이 도로 모델을 
각각의 정지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평행 이동 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도로 모델들과 y축이 만나는 점이 zk (그림 내 
표시)로 정의되는 것과 식 (4)를 통해 불연속점(그림 내 

표시)를 선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a)를 통해 선
정된 불연속점을 통해 식 (5)와 같이 레이더 물체가 가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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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tion of zk and breakpoints by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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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finition of guardrail area and shape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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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hape and motion attribute results of local road scenario. 

그림 7. 형태 및 운동 속성 결과. 
Fig.  7. Shape and motion attribute of detected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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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영역에 속하는지 판단하며, 이를 그림 7(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식 (6)에 의해 형태 속성이 가드레일이라 판단

된 결과(그림 내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c)에서는 그림 4(c)에서 소개한 국도 주행상황에서 

식 (1)과 (6)의 결과인 운동 속성과 형태 속성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b)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연속점의 선정결

과와 가드레일에 해당하는 물체의 형태 속성과 운동 속성이 
판단된 결과를 확인가능 하다. 또한 형태 속성과 운동 속성

에 기반하여 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그림 내 초록색 ╋ 및 

파란색 X표시)이 표현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전방 차량 인지 모듈에서는 운동 속성과 형태

속성을 이용하여 전방 물체에 대해 FVI/FVR/FVL의 판단을 수
행한다. 우선 형태 속성이 차량으로 분류되는 물체를 대상으로 
FVI/FVR/FVL을 판단한다. 하지만, 그림 3이나 그림 7(c)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차량이지만 형태 속성이 차량이라 판
단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그림 7(c)의 경우 실제로는 자
차량과 동일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그림 내 파란색 
X표시)임에도 형태 속성이 장애물(obstacle)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 속성이 장애물로 분류된 물체 
중 운동 속성이 이동(dynamic)으로 분류된 레이더 물체에 대
해서도 FVI/FVR/FVL를 판단하는 대상에 포함하였다. 
전방 다중 차량에 대해서 FVI/FVR/FVL로 판단하는 알고

리즘은 기존 문헌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곡률반경을 이용하

여 FVI를 인식하는 기술을 적용하였다[5,21]. 자차량의 주행 
궤적을 곡률반경을 이용하여 동심원으로 표현하였고, 이 주
행궤적과 전방 물체간의 횡방향 상대 거리를 식 (7)과 같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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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식 (7)에서 정의한 주행궤적과 물체 간의 횡방

향 상대거리와 설계상수와의 비교를 통해 전방차량을 인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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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후방 다중 차량 인식 알고리즘 

후측방 레이더만을 이용하여 후방 차량을 인식하는 경우 
후방 도로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없고, 이 때문에 곡선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오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8
은 자차량과 후방 차량이 1차로 곡선도로(고속도로 램프구

간)에서 주행하는 상황이므로 후방 차량을 RVI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RVI/RVL/RVR을 구분하기 위한 임계값(갈색 
점선)으로 고정 값을 사용하면 시간 t4이후부터 후방 차량을 
RVR로 잘못 인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후방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없어 발생하는 이러한 차량 오인식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전방 도로의 곡률 반경 측정 결과를 후방 도로에 
적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의 구성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크게 상황 인지, 가
상 센서(virtual sensing)와 후방 차량 인지(recognition)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후방레이더는 전방레이더와는 달리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만 인지 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물체 분류 모
듈은 필요가 없다. 상황 인지의 경우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

즘과 동일하게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상황만을 고려하였다. 
가상 센서 모듈은 후방 도로에 대한 곡률 반경을 구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후방 차량 인지 모듈에서는 앞서 구한 후방 
도로의 곡률 반경 값을 이용하여 전방 차량 판단과 같은 방
식으로 RVI/RVL/RVR을 판단한다. 

우선 후방 도로의 곡률 반경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후방 
차량의 위치에서 자차량의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
간을 구한다. 즉, 그림 9의 상황에서 A지점의 후방 차량이 B
지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며 이를 TTC (Time 
To Collision)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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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전방 비전센서가 측정하는 곡률 반경 정보를 
식 (9)에서 구한 시간만큼 다음과 같이 시간지연을 시킨다. 

  
(a) Detection of rear vehicle at t3. (b) Detection of rear vehicle at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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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ird’s eye view (t3 ~ t4). 

그림 8. 고정 임계값을 이용한 후방 차량 인식 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 of recognition of rear vehicle based on 

fixed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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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후방 차량에 대한 레이더 인지정보의 좌표 정의. 
Fig.  9. Definitions of coordinates an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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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샘플링 타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한 후방 도로

에 대한 곡률 반경은 매 시간마다 계산된 시간지연에 따라 
전방 도로의 곡률 반경이 사용되므로, 부드럽게 인지되는 전
방 도로의 곡률 반경과 달리 값이 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속도로의 기하학적인 구조

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후방 도로 곡률 반경을 식 (11)과 같이 
필터링한다. 

 ( ) ( 1) (1 ) ( )R R R
i i ik k kr ar a r= - + -  (11) 

위의 과정을 통해 구한 후방 도로에 대한 곡률을 이용하여 
차량인지 모듈에서는 RVI/RVL/RVR 판단을 한다. 기본적으

로 전방 차량 인지하는데 사용된 식 (7), (8)과 유사한 방식으

로 후방레이더 인지 결과와 곡률을 이용하여 후방 차량을 인
식한다. 먼저 후방 레이더에 의해 인지된 물체의 위치 정보

와 각 물체에 대한 곡률 반경을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주
행 궤적과 후방 물체와의 횡방향 거리를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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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식 (12)에서 정의한 물체의 횡방향 상대거리를 
기반으로 RVI/RVL/RVR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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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험적 검증 

도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된 전후방 다중 차량 인
식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우선 전방 다중 차량 인
식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림 10(a)와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주행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형
태 속성을 이용하지 않고 횡방향 정보만을 사용하는 알고리

즘을 성능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그림 10(a)와 (b)
를 통해 자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2차로를 주행

하던 전방 우측 차량이 1차로로 차선 변경해 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주행상황에 대해 가드레일 형태 속성 판단 
기술을 이용한 전방 차량 인식 알고리즘(그림 내 빨간색 점
선 표시)와 형태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 알고리즘(그림 내 파
란색 실선 표시)의 FVI/FVL/FVR의 인식결과를 그림 10(c)에 
표현하였다. FVI와 FVR 인식의 경우에는 가드레일 인식 알
고리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드레일 형태 속성 판단 기술이 적용되지 않
은 경우에는 FVL이 지속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자차량이 지속적으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므

로 이를 오인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가드레일 판단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FVL이 인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오인식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Front snapshot at 61s. (b) Front snapshot at 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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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cognition results of FVI/FVL/FVR. 

그림 10. 전방 다중 차량 인식 결과. 
Fig.  10. Performance comparison of recognition of front multiple 

vehicles. 
 
추가적으로 그림 11(a)와 (b)는 그림 10(c)에서 보인 FVL의 

오인식이 발생한 구간 중 대표적으로 t5와 t6에서 가드레일이 
인식됨에 따라 레이더 물체의 형태 속성이 가드레일로 판단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11(a)와 (b)에서 가드레일 위
치에 인지된 레이더의 이동 물체(빨간색 X표시)는 가드레일 
측방 주행 시 발생하는 레이더의 인지성능 저하 문제에 해당

하며, 가드레일 형태 속성 판단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해당 물체가 FVL의 오인식을 유발하였다. 먼저 그림 
11(a)에서 가드레일 인식 알고리즘의 집단화 결과인 불연속

점(그림 내 표시)가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집단

화 결과를 이용하여 식 (5)와 (6)을 통해 레이더 물체들의 형
태 속성을 가드레일이라고 판단한 결과 (그림 내 , 빨간색 
X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가드레일 주변에 인지된 식 (1)에
서 운동 속성을 이동으로 부여 받은 레이더 물체(그림 내 빨
간색 X 표시)가 식 (5)와 (6)을 통해 형태 속성을 가드레일이

라 부여 받은 것에 따라 식 (8)을 수행하는 물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림 11(b) 또한 그림 11(a)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
드레일 주변에 인지된 이동 물체(빨간색 X 표시)의 형태 속
성이 가드레일로 판단됨에 따라 FVL이라 인식되지 않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그림 8에서 소개한 상황에 대해 제안한 후방 도로 

곡률 기반 차량 인식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먼저 직선도로

에서 램프구간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비전센서가 측정한 
전방 도로의 곡률과 이를 기반으로 식 (9)~(11)을 통해 구한 

Heong-tae Kim, Bongsob Song, Hoon Lee, and Hyungsu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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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도로의 곡률을 비교하였다(그림 12 참조). t7에서 차량이 
램프구간으로 진입함에 따라 전방 도로의 곡률(그림 내 파란

색 실선 표시)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 시간의 후방 도로는 직선도로의 형태이며, 후방 도로의 

곡률(그림 내 빨간색 점선 표시) 또한 직선도로와 유사하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램프 구간을 주행함에 따
라 t8에서 이전보다 급격한 곡선도로로 변화하는 것과 그에 
따라 전방 도로의 곡률 정보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시간의 후방 도로는 아직 완만

한 곡선도로이며, 후방 도로에 대한 곡률 또한 전방 도로의 
곡률에 비해 작게 구해진 것을 확인 가능하다. 

그림 13은 후방 도로의 곡률 반경을 구한 결과를 이용하

여 후방 차량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림 13(a)에서 표현한 조
감도를 통해 RVI/RVL/RVR의 구분을 위한 임계값(갈색 및 
흑갈색 점선)이 후방 도로의 곡률을 토대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임계값을 기반으로 t3에서 t4을 지나 
계속해서 후방 차량을 RVI로 인식함에 따라 그림 8에서 발
생한 후방 차량의 오인식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b)는 후방 도로의 곡률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RVI/RVL/RVR의 인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t4전까지는 
RVI/RVL/RVR 인식 결과가 동일하지만 그 이후부터 약 4.5
초 동안 후방 곡률을 이용하지 않은 알고리즘의 경우(그림 
내 파란색 실선 표시) 후방 차량을 RVI가 아닌 RVR이라고 
오인식 하게 된다. 하지만 후방 곡률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의 
경우(그림 내 빨간색 점선표시) 지속적으로 후방 차량을 RVI
라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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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hicle and guardrail recognition results at 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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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ehicle and Guardrail recognition results at t6. 

그림 11. t5와 t6에서의 차량 및 가드레일 판단 결과. 
Fig.  11. Vehicle and guardrail recognition at t5 and t6. 
 

  
(a) Front snapshot at t7. (b) Rear snapshot at t7. 

  
(c) Front snapshot at t8. (d) Rear snapshot at 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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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mparison of front and rear road curvatures. 

그림 12. 곡선도로 진입 및 주행 상황에서의 전후방 도로 곡
률 비교. 

Fig.  12. Comparison of the road curvature measured by front vision 
and the road curvature on curve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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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rd’s eyes view (t3~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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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cognition results of RVI/RVL/RVR. 

그림 13. 후방 도로의 곡률 반경을 통한 후방 차량 인식 결과. 
Fig.  13. Recognition result of rear vehicle based on road curvature 

in the backwar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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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선 변경 지원을 위해 레이더와 비전센서

의 융합에 기반한 전후방 다중차량 인식 기술을 제안하였다. 
레이더의 성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선도로를 주행

하거나 전방 레이더의 부정확한 횡방향 위치 측정 문제를 고
려하여, 도로 모델에 기반하여 가드레일을 인식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후방 및 후측방에 인접한 좌측 및 우측 차로에 
서 주행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경우, 후방 도로의 곡률을 측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곡선로에서 오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방 비전센서가 측정한 곡률반경

을 이용하여 후방 곡률 반경을 구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좀 더 다양한 도로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검
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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