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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발생률이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우선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판단하고,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실시간 
영상처리를 위해 관심 영역 지정, 멀티 스레드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았으며, 위험 상황 탐지 시 탐
지 결과를 주변 운전자에게 전송하려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구현하여 확인해 보았다.

1. 서  론

어린이의 교통안 을 해 1995년부터 교통안 시설 

 도로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제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만들어졌다[1].

그러나 2013년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 울타리 설치, 과속카메라를 이용한 속도 알림 시스

템, 과속방지턱 등 교통사고를 방하는 많은 방법이 도

입되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

게 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 자의 안 운  불이행(43.7%)’이며, 사고 유형  

‘횡단  사고(67%)’의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2].

이를 보완하기 해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자동 

긴  제동 시스템(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운 되었으나 설치 

치 등에 한계 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카메라를 이용

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운 자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을 구 하고자 한다.

이를 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보행자가 도로로 갑작스럽게 근하는 경우를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로 촬 하여 험 상황

을 별한다. 별된 데이터는 도로상에 설치된 

을 이용하여 운 자가 인지하게 한다. 한, 험 상황이 

발생한 보호구역 근처 200m 반경에 있는 운 자의 모바

일 애 리 이션으로 통보하여 주의를 주는 시스템을 구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률을 이는 데 연구의 목 이 

있다.

2. 련 사례

재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어 교통사고를 방지하

는 시스템으로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와 자동긴 제

동시스템이 있다.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기 

공간에서 보행자 작동 신호기의 버튼을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도 횡단을 목 으로 하는 보행자를 감지하여 

보행 신호를 요청하는 장치이다[3]. 그러나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는 횡단보도 기 공간의 보행자가 횡단을 

목 으로 하는지 알 수 없고, 차량을 고려하지 않아 교

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자동긴 제동시스템은 차량에 카메라나 센서를 부착

하여 방의 물체나 보행자를 인식해 능동 으로 정지하

거나 감속하여 피해를 이는 안  시스템이다. 그러나 

모든 차량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사회 반 으로 큰 비

용을 래하고, 차량이 아닌 보행자나 자 거, 오토바이 

등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 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굽은 길에서는 오작동 가능성이 

있으며, 오작동 시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을 보완하고자 도로의 

CCTV를 이용하여 상처리 기반의 교통사고 방지 시스

템을 구 하고자 한다. 이를 구 하기 해 상처리는 

OpenCV를 사용하 고, 운 자의 험 상황 인지를 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 리 이션을 제작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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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설계  구

3.1 시스템 구성

(그림 1) 시스템 동작

본 연구에서 구 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상을 

촬 하고 험 상황을 단하는 보드와 이를 리하는 

앙 서버, 운 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편의 기능을 제공

하는 모바일 애 리 이션으로 크게 총 3개의 요소로 구

성된다.

도로 의 보드는 연결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로를 

촬 한다. 이때 도로 의 보행자와 차량을 탐지하고 그 

결과로 험 상황을 단한다. 단한 결과는 보드에 연

결된 LCD 표지 에 표시하며, 앙 서버로도 데이터를 

송한다.

서버에서는 수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험 상황이 

발생한 치를 악하고 운 자 모바일 애 리 이션으

로 데이터를 달한다.

운 자의 모바일 애 리 이션은 알람 표시 여부와 

알람 방식을 결정하고, 운 자가 험 상황을 인지하도

록 한다.

3.2 데이터 가공  분석 방법

(그림 2) 상처리 동작

도로에 설치된 보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연결된 카

메라에서 탐지 역과 차도 형태를 인식하기 한 목

의 처리 과정을 거친다. 탐지 역은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탐지될 수 있는 역을 의미하고, 차도 형태는 차

량이 탐지될 수 있는 역을 의미한다.

(그림 2)의 ①로 표 된 탐지 역의 악은 

Background Subtracter를 이용한다[6]. 이 작업에서는 1

간 수집된 임을 이용하여 움직임이 발생한 임

을 만든다. 임을 만드는 작업은 지정된 시간 동안 

반복되며, 만들어진 임들은 OR 연산으로 하여 

장한다. 최종 장 시에는 Opening 연산(침식 후 팽창 

연산)을 수행하여 탐지 역을 명확하게 한다.

(그림 2)의 ②로 표 된 차도 형태의 단은 탐지 

역의 악이 종료된 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차량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차도의 형태를 장하기 한 이미

지를 생성한다. 이 이미지에는 지정한 시간 동안 인식된 

차량의 치에 1px 크기의 선을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

에 따라 한다. 지정한 시간에 도달하면 선을 한 

이미지에 침식 연산과 팽창 연산을 수행한다. 이로써 탐

지 오류로 인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평균값을 도출하여 

실제 차도의 형태에 근사하게 하 다.

3.3 데이터 분석 과정

보드에서 탐지 역과 차도 형태를 악하는 처리 

과정이 종료되면 (그림 2)의 ③처럼 실시간으로 촬 한 

상을 이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인식한다. 이때 탐지 

락이 존재하면 심각한 결함이 될 수 있으므로, 탐지 

오류율보다는 탐지 락을 이는 것에 더 을 맞추

어 실시간 상에서 보행자와 차량을 인식하도록 구 하

다.

이 과정에서는 실시간으로 촬 한 원본 상과 처

리 과정에서 생성한 탐지 역을 AND 연산한다. 이 결

과 보행자와 차량이 탐지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하는 

심 역이 지정(ROI : Range of interest)된다.

ROI 된 상은 흑백 상으로 변경하고, 히스토그램 

평 화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상의 빛에 의한 변형

을 이고, 개체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만든다. 이후 보행

자와 차량을 검출하는 각각의 검출기를 이용해 별도 스

드에서 검출한다.

(그림 3) Cascade Classifier[7]

검출 방식은 (그림 3)의 Cascade Classifier를 사용하

다. 이 방식은 여러 개의 검출기를 연결해서 순차 탐

색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간단한 검출기를 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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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를 추출하고  더 복잡한 검출기를 용하여 정

확성을 높인다. 그럼으로써 속도와 검출율에서 단일 검

출기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했다. Cascade Classifier에 사용된 각 검출기로는 상

의 형태를 이용해 개체를 탐지하는 LBP(Local Binary 

Pattern detection)를 사용하 다[8].

(그림 4) 보행자  차량 탐지 과정

(그림 4)는  과정들을 구 한 부분이다. 

locateForeground 메소드는 보행자와 차량을 원활하게 

탐지하기 해 상을 ROI하고 흑백 상으로 환 후, 

히스토그램 평 화를 수행한다. 이후 별도의 스 드에서 

detectObjects 메소드를 이용해 보행자와 차량을 각각 

탐지하 다.

3.4 구  결과

(그림 5) 보행자  차량 인식 결과

(그림 2)의 ④에 해당하는 험 상황 단은 인식 과

정을 통해 (그림 5)처럼 획득한 보행자와 차량의 치를 

기 으로 단하 다.

단의 기 은 인식 과정에서 검출되는 보행자의 평

균 비 값이 실제 측정 수치로 75cm인 을 고려하여 

단하 다. 보행자가 차도 역의 약 150cm 이내로 

근할 시 주의(caution)상황으로 단하 다.  보행자로 

인식된 객체의 가운데와 가운데 바닥 사이 5개   4

개  이상이 차도 역 내인 것으로 단될 시 경고

(dangerous)상황으로 단하 다.

이런 기 으로 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단될 시 도

로에 설치된 LCD 표지 으로 경고하며, 주변 차량의 존

재 여부에 따라 앙 서버를 통해 주  운 자의 모바일

로 험 상황을 달한다.

 이 과정은 (그림 4)의 sendPredictedSituation 메소드

에서 수행한다.

 (그림 6) Firebase Cloud Message[9]

험 상황 달은 험 상황을 인지한 도로  보드

에서 앙 서버로 데이터를 달한다. 달하는 데이터

는 험 상황과 각 보드에 할당된 ID 값이다. 서버는 수

신한 ID 값을 이용해 카메라 설치 데이터베이스에서 카

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도, 경도 값을 알아낸다. 그리고 

알아낸 치 정보를 포함하여 (그림 6)과 같이 Firebase 

Cloud Server에 FCM(Firebase Cloud Message) 송을 

요청한다.

운 자 모바일은 상시 백그라운드 작업인 서비스 컴

포 트에서 FCM 데이터를 수신한다. 수신한 데이터에서 

교통 험 상황이 발생한 치가 모바일 기기 주변 

200m 이내인 경우 운 자(모바일 기기 사용자)에게 경

고를 보여 다.

(그림 7) 운 자 모바일 화면

운 자의 모바일 애 리 이션은 운 자의 편의를 고

려하여 기본 인 차량용 네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하 다. 

운 자가 네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에 200m 이내

에서 교통 험 상황이 감지된 경우, 네비게이션 화면에

서 음성 경고와 함께 험 상황이 발생한 치를 (그림 

7)과 같이 지도상에 표시한다.

한, 운 자가 네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

우에도 Notific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운 자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경고 방식은 운  에도 무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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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과 메시지로 구 했다.

<표 1> 험 상황 송 시간 측정 결과

검출 시간 판단 시간 전송 시간
평균 

시간(ms)
115 7 792

<표 1>은 험 상황이 발생한 후 운 자의 모바일로 

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00번의 테스트를 통해 평

균을 도출한 결과이다. 보행자  차량을 검출하는데 걸

리는 시간은 약 115ms이고, 검출한 보행자와 차량을 이

용해서 험 상황을 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ms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운 자의 모바일로 경고 메시지가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92ms로 측정되었다. 즉, 

본 시스템은 험 상황이 발생한 후 총 약 0.91  이내

에 주 의 운 자에게 주의를  수 있다.

4. 결론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상처리를 이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사고 방지 시스템을 구 하 으며, 실시간으로 운 자에

게 험 사항을 달할 수 있는 로세스를 구축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사고에 

한 책임을 민간단체와 학교에 부여하던 것을 해결하고 

인력이 있어야 하는 불편을 본 연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교통 방지 해결 방안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

기나 자동 긴  제동 시스템과는 달리 일반 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바로 설치할 수 있으며, 비교  렴한 비용

으로 어린이의 교통안 을 확보하고, 차량 외부의 카메

라를 이용하여 사각지 를 일 수 있다.

셋째, 향후에 쌓인 데이터를 통해 교통사고 험 사항

을 분석하여 험지역을 악하고 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 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하는데 을 두었다. 그래서 보행자와 차량을 인

식할 때 검출기의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탐지 역과 차

도 형태를 악하는 동작을 지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량의 형태가 다양해지거나 차도의 형태가 바 거나 혹

은 카메라의 촬  각도가 변경될 시 기존 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한, 실제 도로에서 오랜 시간 촬 하는데 제한이 있

어 교통사고의 감소율이나 탐지의 신뢰성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해 

좀 더 세 한 보행자  차량 검출기를 용하고 실제 

도로에 용해보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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