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도로시정 측정
Real-time Road-Visibility Measurement Using CCTV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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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로상의 안개로 인한 시정감소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운전자에게 도로의 시정거리를 미리 알려주어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개경고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안개센서와 같은 고가의 광학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운
전자의 시정감각과 유사하면서도 저렴한 카메라를 이용한 시정측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
구는 별도의 표지나 ROI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도로에 기 설치된 CCTV 시스템
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상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주야간 실시간
시정측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도로모델을 구축하고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차량의 이동영역과 가
시선을 검출한 후 도로모델에 적용함으로써 매우 쉽고 빠른 시정의 계산이 가능하다. 제안된 방법은 운전자의 시정감
각과 유사한 주야간 시정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정표지와 같은 부가적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CCTV 시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 실
험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현장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신뢰성 검증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한다.
The highway visibility reduction caused by fog is one of the major elements of traffic accidents.
Though the fog warning systems can lead drivers into safe driving by letting them aware dangerous
situations in advance, the optical sensors, such as fog sensor, has been extremely costly. Through
recent studies, it is delivered that visibility measurements have become obtainable with relatively
cheap cameras and their functionality is as similar as a driver’ visual sense. Those measurements
however require additional signs or ROI, so it is still costly and unable to utilize the conventional
images from the existing systems. This study proposes a new method to detect the visibility in real
time based on the conventional images from the existing CCTV cameras. The proposed method
builds a road model and extracts and applies vehicle movements and visible lines — those highlight
easy and quick visibility measurements. The proposed method has advantages of both (1) having
possible day and night visibility measurements similar to drivers’ visual sense and (2) being easily
applied to the existing CCTV system without additional devices. This paper presents field
experiments using images acquired from the Central Inland Expressway and discuss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건설기술혁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07-기술혁신-A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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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센서(visibility sensor)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매

Ⅰ. 서론

우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개발되어 있다.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장비는 1991년에 Gerber에 의해 개발된 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립자 검출장치(PVM : Particulate Volume Monitor)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속, 기상악화, 음주운

로 구름의 수증기와 미립자 표면영역을 적외선 레이져

전, 졸음운전, 부주의 등이 있으며 이 중 안개로 인한 교

(780nm)로 부터 빛의 전방산란(forward scattering)

통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6년 10월 3일 오전 7시

을 측정하는 장치로 이 장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어

50분경에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충돌사고로, 안개

느 시간대에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

로 인한 시정악화와 운전자들의 운행부주의가 만들어낸

교적 고가이다. 2008년 상대적으로 저가인 광학센서

대형 연쇄충돌사고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관련

(CSU OFD)가 Carrillo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는

기관에서는 다양한 안개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송신부와 수신부의 사이에 존재하는 안개를 검출하기 위

여기에는 도로안전 시설물의 확충, 도로 이용자에 대한

해 880nm급 발광다이오드의 감쇠현상을 이용하고 있다

안개의 잠재적 위험성 홍보 및 규제, 도로운영관리 능력

(Jacqueline H. Carrillo 등, 2008). 그러나 이러한

의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서해

light-scatter 방식의 센서는 매우 좁은 영역만을 센싱

대교 사고 발생 후 고속도로 안개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하는 원리적 한계점에 따라 눈, 비, 안개밀도의 불균일성

수립하여 서해대교와 같이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등에 의한 심각한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운전자의

에는 도로전광표지(VMS), 시정센서, 안개예고표지, 감

시정감각과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Taek-Mu Kwon,

속유도형 소형 전광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청

2004).

원~상주간 고속도로에는 안개 발생 시 발광하는 낮은

카메라를 이용한 시정측정은 이러한 광학센서의 한계

조명등을 설치하고, 대관령 구간의 산악 안개 발생 지역

를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의 시정감각과 유사하다는 측면

에는 방무벽을 시범설치 하였으며, 안개 시정거리에 따

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Jason S.

른 제한속도의 법적 규제 강화와 구간속도 무인단속 시

McCarley, 2000; Taek-Mu Kwon, 2004; D.

스템 설치를 경찰청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

Baumer 등, 2008). 그러나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시

행중에 있다.

정측정은 야간측정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보조설비 또는

일반적으로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의 안전시설

목표물(target)을 설치하거나 ROI(Region of Interest)

대책에는 VMS, 시정센서, 비상방송 스피커, 경광등 및

를 설정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경음기, 갓길 및 난간 시선유도등, 감속유도전광판, 소화

(Taek-Mu Kwon, 2004). 그러나 별도의 목표물을 설

기 등을 포괄하는 도로교통안전관리 시스템이 있다. 고

치하는 것은 설치비용이 많이 들며 새벽과 같이 주야간

속도로 안전관리시스템은 도로기상정보시스템과 가변속

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 시정의 계산이 어려움이 있다.

도제한시스템, 안개경고시스템 등을 결합하여 안개다발

따라서 인간의 시정감각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비교적 넓

지역의 다양한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은 영역에 대한 시정측정이 가능하고 저렴한 주야간 시

의사결정하고 시스템을 운영시키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

정측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며, 이 중 안개경고시스템은 안개가 끼면 도로에 설치

본 연구는 안개 발생으로 저시정 도로상에 운행 중인

된 안개 센서를 통해 이 사실을 교통관리센터로 전송하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을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고, 센터에서는 라디오 및 고속도로 정보안내판을 통해

목적으로, 기존 CCTV 카메라를 이용하되 별도의 목표

운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고속도로상의 주야간 시정을 계산할

고속도로에 설치되면 안개 발생 시 자주 일어나는 연쇄

수 있는 새로운 시정측정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의

추돌과 같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Ali S.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법의 활용 가능성과 적용방안

Al-Ghamdi, 2007).

을 제시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안개경보시스템의 핵심요소는 시정(visibility)을 산
출하는 것으로 주로 안개센서와 같은 광학적 방식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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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신뢰성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뢰성
검증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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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해 안개센서와 제안된 방법의 측정결과를 비교 분석하
본 연구에서는 도로상의 약 10~15m 높이에 설치된

고, 향후 신뢰성 검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CCTV 카메라로부터 주간 및 야간에 안개로 인한 시정
감소현상을 감지하고 감지된 시정결과 즉, 가시거리를

Ⅱ. 기존 연구

m단위로 실시간 출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단, 시정의
측정범위는 1km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현장 적용성을

수증기가 응결핵을 중심으로 응결하면 구름이나 안개

높이기 위해 CCTV 카메라 외에 어떠한 부가적 시설물

가 되는데, 이때 지표면에 접하고 있고 시정이 1km이하

도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일 때를 보통 안개라고 한다. 발생 원인별로는 복사안개,

실험 자료는 <그림 1>과 같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역전안개, 이류안개, 활승안개, 증발안개, 전선안개 등으

선 충주휴게소 부근에 CCTV 카메라와 안개센서

로 분류하며, 시정에 따른 안개분류 기준은 <표 1> 및

(Mini-OFS)를 같은 지점에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 충

<표 2>와 같다.

주지사 상황실에 DVR 1대를 설치하여 녹화된 영상자료

<표 1>과 <표 2>의 안개분류에 따르면 안개는 시정이

를 획득하여 사용한다. 단, 영상자료 우하단에 안개센서

1km 이하일 때를 말하며, 시정에 따른 안개의 국제적

가 출력한 시정값을 <그림 2>와 같이 문자발생기를 사용

분류는 40m이하를 농밀한 안개, 40~200m를 짙은 안

하여 녹화하며,

해상도는

개, 200~1,000m를 안개라고 한다. 우리는 도로상에서

640x480, 24bit 컬러, 초당 10프레임, 압축되지 않은

나타나는 시정의 변화를 도로시정(road visibility)라고

AVI 파일포맷을 사용한다.

부르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요구되는 시정에서

획득된

비디오 영상의

1km 이상의 시정은 무의미하므로 도로시정은 도로상
1km 이하 범위의 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을 위해서는 약
250m이하의 시정이 중요하다(건설교통부, 2004).
기체와 입자에 의해 흡수 또는 산란된 계수의 합을 빛
의 소멸계수(extinction coefficient)라고 하며, 시정은
(a) CCTV 카메라(LS903N)

대기질의 중요한 척도로서 빛의 소멸계수와 밀접한 관련
<표 1> 기상청의 안개분류 기준
구분
안개

(b) 안개센서(Mini-OFS)

<그림 1> 실험자료 획득을 위한 CCTV카메라 및 안개센서

설명
하늘까지 보이지 않는 농밀한 안개
앞은 보이지 않는데 멀리 봤을 때 천공상태가 보이
낮은안개
는 안개
땅안개 경사면에서 멀리 안개가 끼어 있는 경우
얼음안개 안개가 빙적으로 형성된 경우
박무
가시거리가 1km 이상일 때

(설치위치:중주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충주휴게소 부근)

<표 2> 시정에 따른 안개의 국제분류

<그림 2> 실험을 위해 획득된 영상자료의 예

대한교통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1년 8월

시정
40m 이하
40 ~ 200m
200 ~1,000m
1 ~ 2Km
2 ~ 4Km
4 ~ 10Km
10 ~ 40Km
40Km 이상

설명
농밀한 안개(dense fog)
짙은 안개(thick fog)
안개(fog)
박무(mist)
연무(haze)
시정불량(poor visibility)
시정양호(good visibility)
시정최상(excellent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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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광원으로부터 광도  를 갖고 발생한 광선은 빛

condition)에서는 심각한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많아 운

의 소멸계수   에 의해 그 광도가 약해지는데, 거리 

전자의 시정감각과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Taek-Mu

를 통과한 후의 광도  는 Beer-Lambert 법칙에 의해

Kwon, 2004). 실제 안개의 밀도변화는 매우 광범위하

식(1)과 같이 계산된다.

고 빠르게 일어나므로, 국부적인 부분에서만 시정을 측
정하는 안개센서의 정확성은 제시된 제품의 규격보다 훨

      ․ 

(1)

빛의 소멸계수   는 단위 공기 부피당 빛 소멸물질
의 흡수 또는 산란 유효 단면적과 같으므로 원래의 대비
(contrast)  를 갖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나타나는 대
비 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씬 떨어진다. 따라서 실제 안개센서를 설치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안개센서의 결과를 크게
신뢰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하면
서도 고속도로의 특성에 맞는 시정측정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CCD 카메라를 이용한 시정측정의 주요 연

(2)

구는 크게 색차분법을 이용한 시정측정과 별도의 시정표
지와 시설을 이용한 시정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시정을 주위 대기공간에 대해 물체가 식별가능한 최

색차분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김경원, 김영준(2002)

대거리로 정의하면 거리  는 시정  가 되며, 이때 인간

은 입력된 영상의 인식을 위해 영상 데이터를 개선, 변형

의 시정한계 0.02～0.05를 대입하게 되는데, 시정한계

시키는 작업을 선행한 후 HSI 컬러공간에서 색차와 색

값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0.02를 대입하면 시정은 식3

상차, 채도차 그리고 명도차를 분석하여 시정을 측정하

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시정한계는 “contrast threshold

였다. 또한, 김재준, 신익상, 이순걸(2008)은 빛의 반사

of the eye”를 의미하며 시정 계산을 위해 가장 보편적

에 의해 왜곡된 영상을 보정하고 입력영상 중 가장 청명

으로 사용되고 있다(문길주, 김신도 등, 1993).

한 영상을 기준영상으로 하여 혼탁계수를 단계적으로 변
화시킴으로써 애뮬레이션 영상을 생성하고 각각에 대한

   

(3)

HSI 컬러에 대한 색차를 분석하고 실제 관측영상과 관
측데이터를 참조하여 시정거리를 설정함으로써 시정을

식(3)은 시계도의 통용지수(universal index)로 널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색차분법을 이용한 방법들

리 사용되고 있으며, 식(1)과 식(2)는 거리 및 빛의 소

은 맑은 날과 안개 낀 날의 색체학적 분석을 통해

멸계수의 증가에 따라 광도와 대비가 지수적으로 감소한

Koschmieder가 주장한 흑백대비 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문길주, 김신도 등, 1993).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의미가 있으나, 야간의 경우에 관한

시정 계산 방법은 안개센서, transmissometer,
nephelometer와 같은 광학적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목

연구결과는 아직 없으며, 일반적으로 색차분법만으로는
야간 시정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측, 그리고 인간의 시정감각과 가장 유사한 telephometer

별도의 시정표지와 시설을 이용한 방법의 대표적인

또는 비디오영상처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구로 Taek Mu Kwon(2004)은 도로의 측면 북쪽 방

Transmissometer와 nephelometer와 같은 광학

향으로 6개의 표지를 20m, 40m, 100m, 150m,

시정측정 장치는 매우 고가이므로 공항 활주로와 같은

200m, 300m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하고 폴의 상단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기상청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시

CCD 카메라와 IR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40m

정측정을 목측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목측이 가장 정확

표지에 안개센서(VPF-710)를 설치하여 약 2년에 걸쳐

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로 간주되고 있으나 자동화하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실험하였다. 이 방법은 미리 설정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정측정을 위해 보편적

ROI에 대한 대비(contrast)의 변화를 이용하여 맑은

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개센서는 주로 light-scatter 방

날씨를 기준으로 주간 및 야간의 경우에 상대적인 시정

식의 센서로 크게 forward-scatter와 back-scatter 방

측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카메라

식으로 나눌 수 있다.

를 이용한 시정측정의 다양한 특성과 방법에 대해 설명

안개센서와 같은 광학적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눈,
비, 안개밀도변화 등의 불균일 조건(non-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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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별도의 표지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절
대적 시정이 아닌 상대적 시정을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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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시간 도로시정 측정 시스템
1. 제안된 방법의 개요

 
      ∙


(5)

    ∙

(6)

 
      ∙


(7)

CCTV 카메라 영상에서 도로상에 주행 중인 차량의
이동영역은 안개로 인한 시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보
인다. 예를 들어, 안개가 거의 없는 경우에 주행 중인 차
량의 이동은 카메라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서 이
동 중인 차량까지 확인되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감소된 경우 도로상에 이동 중인 차량의 이동은 카메라
에서 가까운 부분 즉, 영상의 하단에서만 확인될 것이다.
만일 도로의 표면이 수평인 곳에 CCD 카메라가 일정
높이(h)에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가 설치된 각도( )와
CCD의 높이  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그림 3>의 카
메라 뷰앵글의 최대값   는 카메라의 초점거리(focal
length)  를 이용하여 식(4)와 같이 계산될 수 있고 이
미지상의 최하단, 중간, 최상단까지의 거리는 식(5), 식
(6), 식(7)과 같이 각각 계산될 수 있다(Taek-Mu
Kwon, 2004).
이미지상의 각 위치 즉, 하단, 중간, 상단까지의 거리
를 계산했다면 특정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2D 영상으
로부터 특정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로에서 시정측정은 안개다발

결국, 우리는 영상으로부터 차량의 이동영역을 추출
하여 가시선(visible line)을 정확히 검출할 수 있고, 가
시선과 거리에 대한 함수를 알 수 있다면 시정은 매우 쉽
고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가시선이란
영상에서 차량의 이동이 확인되는 영역의 상단 끝 부분
을 나타내는 수평선을 의미한다. 우리는  와  사이의
거리는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  ,  와
영상에서 각각에 대응되는 수평위치를 이용하여 주어진
지수함수 즉,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에 대한 비
선형 곡선적합(non-linear curve fitting)을 수행한 후
목적함수의 파라메터를 결정함으로써 영상의 수평위치와
거리간의 관계를 정의하기로 하였다. 즉, 번째 영상 
의 가시선 높이

  와

시정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을 알고 있다면 시정은 식(8)과 같이 간단히 계
산할 수 있으며, <그림 4>는 가시선을 이용한 시정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8)

지역의 안개경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몇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의 상단부분의 가시

cm까지의 정확한 거리 계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선 위치의 작은 변화는 하단부분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

또한, 일반적으로 영상의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거리 변

으로 큰 시정거리의 변화를 동반하므로 측정오차가 커질

화는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증가의 정도는 달라지지만

수 있다. 그러나 도로상에서 안개경보는 약 250~500m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Taek-Mu Kwon, 2004).

이하의 시정에서 일어나므로 500m이상의 시정거리는
무시될 수도 있다.

      

(4)

우리는 가시선의 높이와 시정간의 함수를 도로모델
(road model)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제안된 실시간 도
로시정 측정 방법은 <그림 5>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3> 도로면이 수평인 경우, 영상과 거리의 관계

대한교통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1년 8월

<그림 4> 가시선을 이용한 시정거리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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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는 비선형 곡선적합
(nonlinear curve fitting)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비
선형 곡선 적합에는 Newton 방법, Gauss-Newton 방
법, Levenberg-Marquardt 방법 등이 있으며, 우리는
이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Levenberg-Marquardt
방법을 사용하였다(William H. Press 등, 1988). 만
<표 3> 가시선 높이, 카메라 각도, 가시거리의 예

<그림 5>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도로시정 측정방법

카메라를 이용한 도로 시정측정 시스템은 크게 초기
화단계와 운영단계로 나뉘며, 초기화 단계는 운영자가
도로모델(road model)을 구축하는 단계로 시스템 설치
시에 한 번만 수행하면 된다. 운영단계는 차량의 이동영
역으로부터 얻어진 가시선을 도로모델에 대입하여 시정
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VMS를 통해 표출하는 단계이다.

2. 도로모델의 구축
<그림 3>에서 언급한 영상과 거리의 관계는 여러 가
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설치된 CCD 카메라의 설치된
각도( )와 CCD 소자의 높이  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도로의 표면이 카메라가 설치된 폴대와 직각을 이
루는 경우의 도로모델로 일반화된 도로모델이 아니므로
실제 이 도로모델을 다양한 형태를 갖는 도로에 적용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도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로모델을 구축하기 위
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정거리 계산을 위해 가시선을 이용
하기로 하였으므로 가시선의 높이와 시정거리의 상관관
계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카메라의 뷰앵글이
5〫~75〫사이이고, 카메라의 높이가 10m이며, 도로표
면이 수평인 경우에 대해 가시선과 시정거리의 상관관계
를 표현해 보기로 하였다. <표 3>은 이러한 조건을 식
(6)에 대입해 얻어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가시선의 높이는 카메라 뷰앵글의 변화에 대응되는 영상
의 높이를 일정 간격으로 대입한 것이다.
만일, 어떤 함수  를 찾아내기 위해 가시선 높이 
와 거리  의 쌍으로 이루어진 개의 샘플(sampl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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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선의 높이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뷰앵글
5.0000
6.7021
8.4043
10.1064
11.8085
13.5106
15.2128
16.9149
18.6170
20.3191
22.0213
23.7234
25.4255
27.1277
28.8298
30.5319
32.2340
33.9362
35.6383
37.3404
39.0426
40.7447
42.4468
44.1489
45.8511
47.5532
49.2553
50.9574
52.6596
54.3617
56.0638
57.7660
59.4681
61.1702
62.8723
64.5745
66.2766
67.9787
69.6809
71.3830
73.0851
74.7872

거리
87.4887
117.5106
147.7430
178.2421
209.0659
240.2751
271.9333
304.1072
336.8679
370.2912
404.4583
439.4566
475.3811
512.3352
550.4319
589.7956
630.5637
672.8888
716.9412
762.9115
811.0145
861.4934
914.6247
970.7250
1030.1579
1093.3446
1160.7750
1233.0236
1310.7681
1394.8145
1486.1295
1585.8826
1695.5028
1816.7553
1951.8473
2103.5754
2275.5376
2472.4430
2700.5771
2968.5223
3288.3142
367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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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로모델을 위해 사용된 목적함수가 식(9)와 같다
면, Levenberg-Marquardt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편
미분계수는 식(10)과 같다.
    ․ ․ 

(9)






  



(10)


  ․  



(a)

결국, 가시선 및 거리의 쌍으로부터 목적함수의 파라
메터  , , 가 결정되고 이미지로부터 가시선의 위치
 가 결정되면, 시정  는 식(9)에 의해 간단히 계산될

수 있다.
     × ×  

(11)

예를 들어, 목적함수의 각 파라메터가  (=118.311),
(=68.3529),

(=0.000465639)로 결정되었다면

시정  는 가시선의 수평위치  를 대입함으로써 식
(1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b)

<그림 7> 영상의 하단, 중간, 상단 가시선의 높이와 거리의
쌍을 이용한 비선형곡선적합 결과

<그림 6>은 <표 3>의 데이터의 가시선 높이와 가시거
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가시선의 높이에 따라 가시

곡선적합을 수행한 결과이며, <그림 7>의 (b)는 하단

거리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0, 178.2421), 중간(300, 1486.1295), 상단(400,

<그림 7>의 (a)는 영상의 높이를 나타내는 세 개의

3288.3142)의 샘플을 이용한 것으로 <그림 6>과 대체

가시선과 가시거리의 쌍 즉, 하단(30, 178.2421), 중

로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더 많은

간(200, 811.0145), 상단(400, 3288.3142)의 샘플

샘플을 이용하여 비선형곡선적합을 수행한다면 보다 정

을 이용하여 목적식      에 대해 비선형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단지 세 개의 샘플만으로도
가시거리 1km 이내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주어진 이미
지를 도로를 포함하는 세 가지 영역 즉, 하단, 중간, 상
단 영역에 대해 기준선(가시선)을 정하고, 운영자가 실
측을 통해 각 기준선과 카메라의 거리를 지정한 후, 이를
목적함수의 파라메터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3. 차량의 이동영역 추출
<그림 6> <표 3>의 가시선 높이와 거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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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등의 영향에 의해 많은 잡음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잡음들은 차영상들의 합성이 진행 될수록 차량
이동영역이 아닌 잡음영역을 확대하게 되므로 차량 이동
영역의 정확한 추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임계치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경
험에 의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계치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차영상에 어떤 임계치를 사용하느냐에
<그림 8> 도로모델 구축을 위한 기준선 영역의 예시

따라 잡음이 많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
으므로 주간, 야간, 날씨의 변화 등 다양한 도로환경에

의 이동영역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따라 적용될 임계치 또한 적절히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동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그림 9>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

그러나 시스템 운영자가 매번 도로의 상황에 맞게 수동

시간 동안 입력된 n개의 이미지 프레임과 이웃하는 이미

으로 임계치를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도

지 프레임 간의 차연산(difference operation)을 이용

로환경에 적합한 임계치를 자동으로 결정해 줄 수 있는

한다(Amde Elgammal, 2000).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의 환경적

이미지 프레임 간의 차영상(difference image)들은

인 요소를 주간 및 야간의 시간적인 요소와 눈, 비 등의

주어진 임계치(threshold value)를 이용하여 이진화되

날씨 요소, 그리고 시정의 변화로 보고 영상에서 안개 또

고, 생성된 차영상들은 차례대로 합성되는데, 이것을 차

는 날씨의 감지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대비(contrast)

량의 이동영역(vehicle movement area)으로 정의할

를 임계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였

수 있다. 차영상  는 식(12)와 같이 각 이미지 프레임

다. 영상에서 대비는 식(13)과 같이 계산될 수 있으며,

즉,  와  의 차연산 결과인  에 임계치  를 적용

일반적으로 안개 또는 날씨의 감지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한 후 얻어진다.
        
  
 

     
 
     

(13)

(12)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차영상에는 비교적 큰 영역을 나타내는 차량의 움직

대비의 강도와 분포를 알기 위해 에지추출 연산자 중의

임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의 흔들림, 차량 전조등의 간섭,

하나인 Prewitt 연산자를 이용하여 번째 영상의 x, y
좌표상의 화소에 적용하여 추출된 에지강도(edge
strength)   의 합을 영상대비  로 정의하고 식
(14)와 같이 영상대비를 계산한다.
 

 






(14)

<그림 10>은 영상대비와 시정의 감소현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만일 영상대비가 높으면 프레임간의 밝
기 차가 커지므로 물체와 배경의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
게 되나 잡음 또한 많이 나타나며, 영상대비가 낮으면 잡
음은 적게 나타난다.
영상대비가 높게 나타나는 예로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맑고 시정이 좋은 날씨인 경우와 야간에 도로를 주
행하고 있는 차량의 밝은 전조등 또는 미등에 의해 대비
<그림 9> 차량의 이동영역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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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정 : 양호
-도로, 차량 등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비가 강함.

TH=10

(b) 시정 : 보통
-지평선과 도로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비가 조금 약함.

TH=10
(c) 시정 : 시정악화
-안개로 도로의 지면 일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대비가
매우 약함.

<그림 10> 시정과 영상대비(에지강도)와의 관계

TH=10

낮게 나타나는 예로는 안개와 같은 환경적인 이유로 시
정이 감소하거나 흐린 날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영상대
비가 낮은 경우에 높은 임계치를 적용하면 프레임간의

TH=10

차영상에 차량의 이동영역으로 보이는 정보가 잘 나타나
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영상대비가 높은 경우에 낮은
임계치를 적용하면 잡음이 많아지게 된다. 즉, 임계치를

(a) 모두 동일한 임계치를 적용한 결과

크게 하면 차량 이동영역의 추출이 어렵고 임계치를 낮
게 하면 잡음제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도로

TH=8

환경을 갖는 경우 즉, 영상대비에 따라 각각 다른 임계치
를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1>은 임계치 자동결정과 이를 이용한 이동영역 추출 알
고리즘을 나타내고 있다.

TH=25

<그림 11>에서    과   는 실험을 통해 얻어
진 임계치의 최소값 과 최대값 으로 설정하고 대비가
가장 큰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영상대비값  를   의
TH=29

값으로 설정한다.
<그림 12(a)>는 서로 다른 도로환경을 갖는 프레임들
Phase 1.             
     
Phase 2. compute image contrast  from
-th image frame.
Phase 3. extract a  using image frame 

and  .
Phase 4. compute a threshold value 
using following equation,
       ∙ 
      

 

Phase 5. apply  to  and accumulate
the resul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Phase 6.         go to phase 2.

<그림 11> 이동영역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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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42

(b) 자동결정된 서로다른 임계치를 적용한 결과

<그림 12> 프레임 간의 차영상에 임계치를 적용한 결과

간의 차영상에 같은 임계치를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2(b)>는 서로 다른 도로환경
을 갖는 프레임들 간의 차영상에 제시된 알고리즘에 의
해 자동으로 결정된 임계치를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임계
치가 적용됨으로써 차량의 전조등이나 후미등에 의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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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간영상

(b) 주간영상(a)에 대해 30초
동안 추출된 이동영역

<그림 15> 이동영역으로부터 가시선이 검출된 예(TH=2)

4. 가시선의 검출과 도로시정 측정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의 이미지 프레임들로부터 일
정시간 동안 차량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동영역을 확인
(c) 야간영상

할 수 있게 된다면, 가시선은 <그림 14>와 같이 수평방향

(d) 야간영상(c)에 대해 30초
동안 추출된 이동영역

프로젝션과 임계치 적용을 통해 쉽게 검출할 수 있다.

<그림 13> 추출된 차량 이동영역의 예

<그림 15>는 추출된 이동영역으로부터 가시선이 검출
된 예를 보여 주고 있다. 가시선이 검출되면 식(9)에 가시

음을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자동 결정된

선의 높이를 대입함으로써 매우 빠른 시정계산이 가능하다.

임계치를 이용함으로써 동일한 임계치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효과적으로 잡음이 제거된 차영상의 추출이 가능함

Ⅳ. 실험 및 향후연구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이미지 프레임
에 대한 차영상을 0.2초에 한 번씩 얻고 그 결과를 30초
동안 누적한 결과의 예는 <그림 13>과 같다.

1. 구현 및 실험결과
도로모델 구축을 위한 파라메터의 결정과정과 시정측
정은 Visual Studio 2008에서 C++언어와 MFC,
ATL, DirectShow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16>은 입력된 영상에 대해 세 개의 기준선과 각각
에 대응하는 거리를 설정하고, 비선형 곡선적합에 의해
목적함수의 파라메터를 구하여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우측하단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구해진 각 파라메터
들은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시정계산을 위해 사용되며,
이 과정은 시스템 설치 시에 한 번만 수행하면 된다.

<그림 14> 이동영역에 대한 가시선(visible line) 검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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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준선 및 거리의 지정과 비선형곡선적합을 통한
도로모델의 파라메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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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기준선의 수평위치  와 카메라 위치로
부터 기준선까지의 거리  의 쌍인 (31, 100m),
(314, 250m), (371, 500m)를 이용하여 비선형 곡선
적합을 수행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파라메터는
 =55.342250,

=2.697564,

=0.013555이다.

따라서 시정계산을 위한 함수 즉, 도로모델은 식(9)에
각 파라메터를 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도로모델은
<그림 16>의 우측에 나타난 것과 같다.
<그림 17>은 입력된 영상에 대해 차연산을 수행하고
일정 시간동안 누적된 이동영역 추출결과, 가시선 검출
(a) 주간 영상에 대한 실험결과

결과, 그리고 도로모델에 가시선의 높이를 대입하여 계
산된 시정거리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7>의 좌
측상단에는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 입력영상의 우측하단에 안개센서(mini-OFS)의 시
정거리가 1,958m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오른쪽에는
제안된 방법으로 계산된 시정거리가 214m로 나타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안개센서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광학적 측정
방식과 시각적 측정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며 안개센서
주변의 안개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학적 측정방
식의 특성에 따라 안개센서의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약

(b) 야간 영상에 대한 실험결과

50cm 정도)의 안개밀도가 높으면 비교적 짧은 시정거

<그림 18> 도로시정 측정 결과의 예

리로 측정되고 안개밀도가 낮으면 비교적 긴 시정거리
로 측정된다. 이에 비해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안개센서에 비해 더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만
큼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나 향후, 정확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실험하기 위해 실제로 중부내륙고
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 부근에서 비교적 안개가 많이
낀 시간대에 녹화된 실험영상에 대해 시정측정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8> 및 <그림 19>와 같다.
도로모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장 적정
하다고 판단한 목적함수와 기준선의 수평위치  와 카메
라 위치로 부터 기준선까지의 거리  의 쌍인 (31,
100m), (314, 250m), (371, 500m)를 이용하여, 비
선형 곡선적합을 수행을 통해 얻어진 파라메터 
=55.342250, =2.697564, =0.013555를 식(9)
에 적용하였으며, 임계치 자동결정을 위해 <그림 9>의
알고리즘에

각각

   =1,

  =45,

 

=5,000,000을 대입하였다.
<그림 18>은 안개기 비교적 많이 낀 날을 골라 주간
의 경우 2009년 8월 28일 6시 30분부터 6시 47분 30
초까지 30초에 한 번씩 안개센서와 제안된 방법의 결과
<그림 17> 가시선과 도로모델을 이용한
시정측정시스템의 구현결과

대한교통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1년 8월

를 나타낸 것이고, 야간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2시 8분부터 17분 30초까지 30초에 한 번씩 안개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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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방향
실험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안개센서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
<2009.8.28. 06:33:30>
mini-OFS : 2,368m
Proposed Method : 430m

<2009.8.28. 06:38:00>
mini-OFS : 1,454m
Proposed Method : 311m

(a)

(b)

냐하면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개센서의 결
과가 정확하다는 것이 가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Schreiner C.(2000)에 의하면 안개센서는
공항과 같이 약 2,400피트 이상의 시정을 계산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정 즉, 900피트 이하
의 시정측정에는 적합하지 않고 눈, 비 등의 날씨변화에
따른 오차가 매우 크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009.8.28. 06:43:00>
mini-OFS : 325m
Proposed Method : 142m

<2009.12.1. 02:10:00>
mini-OFS : 389m
Proposed Method : 425m

(c)

(d)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여러 차례 검증된 안개센서와의 비교는 불가
피한 선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의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측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그림 19> 입력영상과 도로시정 측정 결과의 예

간주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위해 목측, 안개센서, 제안된 방법 모두의 결과를 비교

와 제안된 방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 목

(a)와 같은 주간의 경우 안개센서의 결과가 제안된 방법

측을 위한 시정표지, 안개센서, CCTV를 설치하여 약 1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시정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

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에 걸쳐 얻어진 동시간대의 결과

간의 흐름에 따른 시정의 변화 또한 비교적 크게 나타나

를 DVR에 저장하고 분석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정확

고 있다. <그림 18>의 (b)와 같은 야간영상의 경우로 전

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으나 제안된 방법으로 비교적 안정된 결과를 얻을

3. 기술적 이슈 및 활용방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는 특정시간대의
몇 가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9>의 (a), (b),

여기에서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과 이슈에 대해

(c)는 주간, (d)는 야간인 경우이다. <그림 19>의 (a)는

기술한다. 첫째, 제안된 방법으로 도로모델을 구축하는

비교적 맑은 날씨인 경우로 육안으로 확인할 때 제안된

경우 어떻게 정확한 거리를 입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

방법의 결과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b)와

다. 물론, 거리의 설정을 위해서는 실측을 통해 입력하는

(c)는 안개가 낀 경우로 가시거리가 (b)는 300~400m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실제로 모든 곳에서 실측을

정도, (c)는 150m 정도로 안개센서의 결과에 오류 가능

수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안이 있다면

성이 있다. <그림 19>의 (d)는 야간인 관계로 육안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차선의 파선부가 약 10m정도의 길이를

식별이 어려우나 두 가지 결과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미리 알고 있는 도

내고 있다.

로 주변 시설물까지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8>과 <그림 19>의 실험결과를 통해, 일부 안

둘째,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에 나타난 것과 실제

개센서와 제안된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으나 향후

인간의 시각과는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

정확성 검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어, 카메라 영상에 나타난 시정이 약 100m정도라고 해

며, 특히 주간의 경우 제안된 방법과 안개센서의 결과가

서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한 시정과 같다고는 할 수

크게 차이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카메라 외에 인간의 눈을 대체할

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한 방법이 없고 시정거리의 측정이 몇 cm까지의 매우

136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29 No.4 August, 2011

김봉근․장인수․이 광

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소산시스템을 제어하거나 ITS와 연동하여 안개경고시스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템과 광역시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셋째, 제안된 방법은 약 10~15m 정도의 높이에 설

수 있다.

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카메라 각도에 따라
카메라로부터 일정거리 만큼은 보이지 않게 된다. 즉, 카

Ⅴ. 결론

메라 음영지역이 발생되며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다르지
만 약 10~50m정도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본 논문에서는 CCTV 카메라를 이용하되 별도의 목

시정 40m이하의 농밀한 안개로 인한 시정을 측정할 것

표물이나 ROI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의 주야간 시정을

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안된 방법은 도로모델(함수)에

산출할 수 있는 실시간 도로시정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

의해 시정을 계산하므로 경우에 따라 40m이하의 시정

제안된 방법의 실험결과와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정

또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밀한 안개 시 차량이 운

거리의 계산을 위해 도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행 중임을 감안하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이므로

제시하였으며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차량의 이동영역과

0~40m 사이의 시정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가시선을 검출하여 매우 쉽고 빠르게 시정의 계산이 가

않다고 할 수 있다.

능함을 보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 부

넷째, 야간의 경우 차량의 전조등과 같은 불빛에 의한
영향으로 인한 오류발생 가능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근에서 획득된 실험영상에 대해 시정측정을 수행한 결과
를 제시하고 제안된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야간시정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

본 연구 결과는 운전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인간의

우 어려운 문제이다. 대부분의 방법은 야간시정 측정을

시정 감각와 유사한 시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위해 별도의 표지나 시설물을 요구하지만 제안된 방법은

기대하고 있으며, 별도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거의

어떠한 부가적인 시설을 요구하지 않고도 야간시정 측정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 도로상에 기 설치된

이 가능하다. 물론, 제안된 방법 또한 비 또는 눈이 내리

CCTV 시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는 야간에 도로상의 전조등 또는 후미등의 영향을 크게

유용하다.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은 야간의 불빛

향후, 제안된 방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에 의해 대비가 크게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계치를

해 여주 시험도로 또는 대관령 터널 주변 도로상에

자동으로 결정하여 사용하므로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를

CCTV 시스템, 안개센서, 목측을 위한 시정표지를 설치

해결하고 있다.

하여 각 방법에 대한 동시간대의 실험자료를 수집하고

다섯째, 기존 CCTV를 활용할 경우 상황실에서 사고
차량의 확인 등 다양한 이유로 카메라의 팬틸트 및 줌을

분석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정하는 경우에도 시정측정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제안된 방법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알림 : 본 논문은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 춘계학술발

그러나 만일 팬틸트 구동기가 프리셋 기능을 가지고 있

표회(2009.5.23.),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

다면 다양한 이유로 팬틸트 또는 줌이 일어나는 경우에

춘계학술발표회(2010.5.29.), 한국산학기술학회

는 시정측정을 중지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초

2010년 추계학술발표회(2010.11.13)에서 발표

의 위치 즉, 프리셋 기능을 이용하여 원 위치로 되돌리는

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점이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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