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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폭설로 인한 도로 미끄러짐과 기온이 0도 이하로 낮아졌을 때, 도로와 차량 통행용 다리, 터널 출입
구 쪽에서 주로 발생하는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아스팔트의 이미지가 투과되어 보이기에 
인식되지 않아서 자동차들이 미끄러지는 상황(슬립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
어져 인명 물적 손실이 대량으로 발생하기에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딥러닝
을 통하여 블랙아이스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 case of the road slips due to heavy snow and the temperature drops below 0 degrees, black ice which mainly 
occurs on the road, bridges for vehicles, and tunnel entrances, is not recognized by the driver's view because the 
image of the asphalt is transmitted through it. So cars’ slip situation occurs, which leads to a big traffic accident and 
a large amount of loss of life and property.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check the road condition using an 
infrared camera and to identify black ice through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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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는 도로관리 부분에서 자연의 위력으로 
발생하는 블랙아이스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블랙아이스는 전 
세계 도로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에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정
부에서는 블랙아이스 발생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
상청에서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기상 상황을 예측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
고 있으며, 다리와 터널의 입구나 구간 사이 사이

* speaker

에 설치한 CCTV를 통하여 얻은 사진들의 분석을 
통해서 블랙아이스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
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 위성의 촬영 이미지에
서 눈구름의 분포와 지상에서의 온도측정의 조합
을 이용한 예측정보를 이용하여 블랙아이스를 감
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해당 발표의 통계는 짧은 시간 동안 한시적 측정 
결과로서 다른 시점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충분히 
의미적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블랙아이스 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국내외 연구소들과 기상청은 서로 협력하여 탐
지범위에 제약이 적은 기상위성을 활용하여 환경
정보를 이용한 연구[2]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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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상위성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기준으로 잡
은 측정 위치의 크기가 큰 것으로 인하여 세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블랙아이스의 탐지는 힘든 상
황이며,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기상위성이 탐
지하는 범위보다 더 세밀한 구역에서 주로 발생하
고 있기에, 만약 기상위성을 계속 이용하는 탐지 
방법에서는 위성의 센서가 가지는 탐지 장치의 정
밀도를 더 높게 요구하는 상태이다. 한 연구에 따
르면 블랙아이스는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관측 한계가 
존재하기에 예측 가능성이 크지 않아 예보하기 어
렵다고 보고하였다[3]. 이것은 기상위성을 이용한 
블랙아이스 탐지 방법은 완벽한 감지와 예측을 시
도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기상위성을 이용한 블랙아이스 탐지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임의의 국지적인 장소에서 발생 
가능한 블랙아이스를 비접촉 방법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제안하며,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
하는 실험을 통해서 감지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Ⅱ. 환경 구성 및 실험

2.1 관련연구

기상위성을 이용한 블랙아이스 탐지 방법이 가
장 먼저 시도된 것이지만, 이후 도로 표면에서의 
온도 감지 방법, 초음파의 반향 파장을 분석하는 
방법과 타이어의 도로 노면에서 마찰력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적외선 광원의 반사된 광원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로 도로 표면에서의 온도를 감지하는 방법
으로는 도로에 온도센서를 삽입하여 온도센서에서 
탐지한 온도를 계측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용되었
다[4,5].

그림 1. 도로 노면 온도센서 설치방법 표시[6]

도로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도로 표면의 온도
를 측정한 데이터를 기상청에 전달하여 대략적인 
구역의 블랙아이스 발생을 예측하는 데이터로 사
용된다. 기상청에서 블랙아이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는 많은 도로의 기온 데이터가 필요하며, 도로에 

온도센서를 설치해서 온도를 계측하는 방법은 기
상청이 요구하는 온도 데이터의 양에 대응 가능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온도센서를 도로에 
삽입하는 것은 설치 시에도 상당한 비용과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고, 한 장소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아
니기에 수많은 장소에서 온도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 단
점이 존재한다.

둘째로 초음파의 반향 파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차량의 타이어가 도로 노면의 마찰로 주행을 시도
할 때의 소음과 빙판길을 주행할 때의 소음의 파
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7]. 

그림 2. 차량의 타이어 부근에 설치한 마이크로 

소음측정[7]

타이어가 도로 노면을 주행할 때 나타나는 소음
은 다양하면서도 불명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소음을 감지할 수 있다. 특별히 빙판 위에서 주행
할 때 나타나는 소음은 넓은 스펙트럼 범위에서 
측정이 가능한 진폭 변화가 나타나기에 빙판 주행
으로서 규정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데이
터를 산출한다. 그러나 소음을 분석하는 것에는 차
량의 무게, 타이어 재질 및 상태와 온도, 습도에도 
영향도 계산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3. 도로의 상태 및 적설량의 차이와 타이어 

회전의 차이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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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도로 노면에서의 타이어 마찰력의 차이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타이어는 도로 노면과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일반 도로 노면과 빙판길
은 노면 마찰 값이 다르기에 차량 속도가 증가할
수록 타이어의 회전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용
한다[8,9]. 지면에 눈이 많이 축적되거나 얼음이 존
재한다면 타이어의 마찰력이 떨어져서 타이어가 
더 많은 회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타
이어 회전수로 지면과의 마찰계수를 계산하여 블
랙아이스와 일반 도로 노면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넷째로 적외선 광원의 반사광을 분석하는 방법
이 있다. 적외선은 인체의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
려운 적색 계열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광원 
파장에 속한다[10]. 앞서 서술한 블랙아이스 탐지 
방법 중에서도 비접촉 탐지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서 적외선 광원을 접촉한 물체가 자신의 에너지 
진동수에 해당하는 파장은 흡수하지만 해당하지 
않는 파장은 반사하거나 투과하는 성질을 이용한
다.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으로 지칭되는 분석법은 혼합체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분자 구성요소를 구별하는 방
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2.2 연구 방법 소개 

본 연구의 목표는 운전자에게 블랙아이스 발생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비접촉 방식인 
적외선 광원의 반사광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
여 블랙아이스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한 카메라는 적외선 광원
을 방사하여 목적물체에 도달하여 반사되어 돌아
오는 광원을 탐지해야 하기에 적외선 조광 LED를 
포함하는 YR-030 적외선 조광 카메라 모듈을 이
용하였다. YR-030 적외선 조광 카메라 모듈을 선
택한 이유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많이 발산되어 
주위 사물을 인식하기 쉬운 주간 시간대뿐만 아니
라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부족한 어두운 환경에서
도 적외선 광원을 얻어내기 위함이다.

그림 4. YR-030 적외선 카메라 모듈

일반적인 카메라는 적외선을 감지하지 않기 위

해서 차단 필터를 설치하고 있다. 차단 필터를 제
거한 YR-030 적외선 카메라는 일반적인 가시광선
과 자외선 파장뿐 아니라 적외선도 감지할 수 있
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을 
많이 감지하도록 적외선 투과 필터[11,12]를 사용
하였다.

그림 5. HOYA R72 적외선 투과필터

적외선 투과 필터를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는 
적외선 광원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붉은색 계열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6. 적외선 투과 필터 사용 전후

적외선 광원을 감지하는 카메라와 적외선 광원 
장치 및 적외선 투과 필터로 구성된 감지 센서는 
추론 서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림 7. 적외선 광원 방사 장치와 적외선 카메라

의 조합을 이용한 개요도

적외선 감지 센서에서 얻은 이미지 데이터를 스
펙트럼 파장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푸리에 변
환 분광 광도법을 사용하게 된다. 스펙트럼은 구성
요소 파장으로 분리된 빛과 각 파장에서 표시된 
강도를 나타내며, 이 분리 과정은 분광법이라고 한
다. 

  

 cos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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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λ의 적외선이 마이컬슨 간섭계에 입사할 
때 광로차가 정수배이면 봉우리와 골이 겹쳐져 광
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광로차가 반정수배(정수
+1/2)이면 빛이 약해집니다. 원래의 광 강도로서 
표시되는 경우 P (λ), 세기 I (X 광로 차에서) X로 
표현될 수 있다. 실제 푸리에 변환에서 위 식(A)의 
성분(cos)은 파장 λ의 적외선에 대한 간섭계를 형
성한다. 

푸리에 변환은 모든 파동 주기의 합에서 각 주
기의 파동 강도를 계산하는 과정이며, 인터페로그
램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게 되면 각 주기, 즉 각
각의 파장에서 강도를 얻는다. 인터페로그램 I (x) 
파장 λ 대신 파수 ν를 사용하여 연속 파수에서 적
외선을 생성할 수 있으며, I (x)는 식(B)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

cos
 



∞

cos
  ----(B)

여기서 S(v)는 파수 v에서의 적외선 강도이며, 
S(v)는 푸리에 변환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적외선 감지 센서에서 얻어낸 이미지 데이터는 
연결된 Raspberry Pi에 전달되어 이후 푸리에 변
환 연산을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에서 적외선 스
펙트럼 신호[13,14]를 추출한다. 

그림 8. 연구에 사용된 YR-030 적외선 카메라 

모듈과 Raspberry Pi의 조합 상태

 

그림 9. 연구에 사용한 탐지물체 견본 예시

Ⅲ. 실  험 

YR-030 적외선 카메라 모듈 및 적외선 투과 필
터(HOYA R72)를 조합한 탐지 장치를 사용하여 콘
크리트와 아스팔트 견본 조각을 대상으로 적외선 
방사 스펙트럼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측정한 방사 
스펙트럼은 그림 10과 같은 파장의 이미지들로 나
타났으며, 측정된 방사 스펙트럼들의 이미지들을 
DRY, WET, ICE 상태별로 300개씩 모아서 
YOLOv4[15]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 딥
러닝을 시도하였다.

 

그림 10. 적외선 반사광 스펙트럼의 예시

  

그림 11. YOLOv4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외선 반

사광 스펙트럼의 딥러닝 분석(윗부분)과 딥러닝을 

이용한 분석의 정확성 확인(아랫부분)

YOLOv4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태별 300개의 
이미지를 딥러닝을 시도한 결과 그림11의 윗부분
과 같이 반사광 스펙트럼 이미지들을 인식하였다. 
Dry는 빨간색 라벨, Water는 주황색 라벨, Ice는 핑
크 라벨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약 900개의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이미
지 분석 딥러닝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그림11의 아
랫부분과 같은 오차 행렬로 표시된다. 

오차 행렬을 분석한 결과, 이미지 딥러닝 알고리
즘의 학습 정밀도는 2.28이며, 재현율은 0.735이고, 
F1-Score는 1.111의 값을 나타냈다. 즉, YOLOv4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외선 반사광 스펙트럼의 딥
러닝은 학습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약 900개의 부족한 학습 데이터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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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합 상태를 보이기에 이후 반사광 스펙트럼 이
미지의 추가적인 확보와 더불어서 딥러닝 학습의 
최적화를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의 오차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게 되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카메라 모듈을 이용하여 
얻어낸 적외선 파장의 데이터를 모아서 YOLOv4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한 딥러닝 학습을 이
용하여 블랙아이스를 탐지하는 비접촉 탐지 시스
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적외선 카메라 모듈을 이용
하여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견본 조각의 표면의 상
태를 Ice, Dry, Water로 변경하여 반사되는 적외
선 파장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YOLOv4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딥러닝 학습을 시도하였다. Dry, 
Water, Ice 상태에 따른 견본 조각의 적외선 파장 
데이터를 약 900장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도하였으
며, 충분하게 분류할 정도까지는 데이터 확보가 부
족하였으나, 견본 조각의 각각의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
다. 향후 연구에서는, 견본 조각의 Dry, Water, 
Ice 상태별 적외선 파장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
고 최적화 모델을 통한 딥러닝 학습을 시도하며, 
이후 실제 도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학습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하는 전반적인 연구 및 야
외 도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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