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자율주행 관련 연구는 안전운전 보조기술(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개념을 넘어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판단하여 목적지까지 운행이 가능한 상용차 기술로까지 발전해왔다. 차선과 주변 차량을 탐지하고, 주행 경로를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등의 일반적인 주행 뿐 아니라, 도로 낙하물, 급정거 등의 다양한 돌발 상황까지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회피하는 수준의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은 이제 ‘주행’을 위한 자동차 본연의 핵심 기술인 동력 계통을 비롯하여 ‘자율’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위해 사람의 

눈을 대신할 고성능 센서들을 무수히 장착한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Ziebinsk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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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레이더 자료 기반 강수정보 추정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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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Information Retrieval Method Using Automotive 

Radar Data

ABSTRACT

Automotive radar t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quipment in high-tech vehicles, is commonly used to detect the speed and range 

of objects such as cars. In this paper, in addition to objects detection, a method of retrieving precipitation information using the 

automotive radar data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degree of attenuation of the returned radar signal 

differs depending on the precipitation intensity and the assumption that the distribution of precipitation is constant in short spatial and 

temporal observ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es the possibility of retrieving precipitation information using a vehicle 

radar.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during actual driving, a method of estimating precipitation information for each 

time segment of various precipitation events was applied. From the results of driving field experiments, it was found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uitable for estimating precipitation information in various rainfal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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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첨단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차량레이더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객체의 속도와 범위를 감지하는데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감지 이외에 차량레이더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레이더 수신신호의 감쇠 정도가 강수 강도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과 시공간적으로 짧은 관측에서는 강수의 분포가 일정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본 논문은 차량 레이더를 이용하여 강수정보 추정에 대

한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 주행 중 제안 된 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강수 사상의 각 시간 세그먼트에 대한 강수

정보 추정 방법이 적용되었다. 주행 현장실험의 결과로부터 제안된 방법이 다양한 강우 유형에서 강수 정보 추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색어 : 강수정보, 차량레이더, 신호감쇠, 자료품질관리

수공학Wa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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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기술 성능이 향상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자율 주행 차량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있다. 기존의 차량용 레이더, 

LiDAR 및 비전 센서와 같은 장비들은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관측오차가 증가하고 대응능력은 감소한다

(Gourova et al., 2017; Stock, 2018; Roh and Park, 2019). 특히 

도로상의 눈, 비, 안개 등이 발생할 경우 앞서 언급한 센서 장비들의 

직접적인 관측 정확도가 급격히 저하되며, 2차적으로는 노면상태에

도 악영향을 끼쳐 그로 인해 많은 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 문제를 

겪고 있다. 자율주행 4단계 이상에서는 강수나 노면온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주행차량의 자율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 밖에 간헐적으로 설치되는 고정식 

도로기상관측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시간 기상 정보취득의 

공간적 제한과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서는 ‘차량센서 기반 주행환경 관측·예측·안전운행 도로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차량 자체를 주행환경관측 센서로 활용하여 노면온도, 

도로기상, 교통밀도 등의 도로주행환경을 관측, 분석함으로써 자율

주행 시대의 주행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KICT, 2019). 본 논문

은 그 중 차량레이더를 이용하여 주행 중 강수를 관측하고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최근 차량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강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8; Bertoldo 

et al., 2018; Jang et al., 2019). Kim et al.(2018)은 차량용 

레인센서를 이용하여 강우관측을 위한 반사도와 강우량(Z-R)의 

관계식을 개발하였다. 이는 차량용 강우센서에서 송·수신되는 광신

호 반사율의 강도를 이용하여 강우량을 관측하는 것이다. G 

Bertoldo et al.(2018)은 77 GHz 차량레이더를 근거리 마이크로파 

우량계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W 대역의 Mie 산란 분석을 수행하여 새로운 Z-R 관계식을 제안하

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강수강도에 따라 수신된 신호의 세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강수정보를 산출한다. 강수강도와 신호 

세기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한 강수강도 산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레인센서나 차량레이더가 잘 유지 관리되어 관측값의 정확성이 

높아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관측값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강수정보의 

정확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Jang et al.(2019)은 차량 

전후방 추돌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77 GHz FMCW 차량레이더에 

기반하여, 강수와 비강수 객체를 분리하고 강수 강도를 정성적으로 

추정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ang et al.(2019)의 

방법을 발전시켜 실제 차량 주행 중 강우를 관측하고 주행 구간 

별 강우지수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차량레이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차량레이더 

자료 기반 강수정보 추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여러 강우사상에 대한 비주행 시험관측과 주행 시험관측 

결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결과들에 대해 간략히 요약 정리하였다. 

2. 연구배경

2.1 차량통합센싱시스템(VISS)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차량센서 기반 주행환경 관측·예측·안

전운행 도로기술 개발’ 연구에서 개발된 VISS는 도로 환경 관측 

및 분석을 위한 차량 센서 관측 자료(외기온도, 습도 및 대기압 

센서, GPS, 및 레이더 기상관측 센서)를 통합 관리하고 인터넷 

망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차량용 

통합 센싱시스템을 의미한다(Fig. 1). 차량 주행 중 다양한 센서로

Fig. 1. Configuration of V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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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획득되는 환경 정보들을 관리하고 빅데이터 서버로 전송해주

는 소형 서버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VISS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강수정보 산정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2.2 시험용 차량레이더

강수 추정을 위한 소형 차량레이더 시스템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TI사의 IWR1642 mmWave 센서칩을 사용하였다(Fig. 2). 이 

센서칩은 76-81 GHz 주파수에서 작동하며 4 GHz 첩 대역폭을 

갖춘 FMCW (Frequency-modulated continuous-wave) 레이더

이다. 시험관측에 사용한 시스템 제원은 Table 1과 같다.

이 차량레이더 칩셋은 기본적인 레이더 신호처리뿐 아니라 오브

젝트 검출 알고리즘까지 탑재되어 있어, 상용차량에 바로 탑재하여 

ADA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DAS 차량 레이더 

시스템은 레이더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로부터 거리와 속도 

프로파일들을 계산하는 레이더 신호처리 파트와, 오브젝트 검출 

파트로 표시된 전방추돌감지 및 장애물 탐지 등의 ADAS 활용을 

위한 객체검출 파트로 구분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신호처리 

과정에서는 도플러 속도를 이용한 클러터 필터링이 함께 수행되어 

현재 도로에서 같이 이동중인 객체가 아닌 클러터들을 제거한다. 

한편, 오브젝트 검출 과정에서는 CFAR (constant false alarm 

rate) 알고리즘을 통해 객체를 검출한 후, 각 패치 안테나에 수신되는 

객체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좌표를 추정한다. Fig. 3은 

차량레이더 칩셋에 탑재된 신호처리 및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목표물 검출 및 거리 프로파일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좌측 

스캐터 플롯 상에서 레이더 관측 반경에 있는 나무와 가로등, 주차되

어 있는 차량 등이 객체로 검출됨을 알 수 있다.

차량레이더의 객체 검출은 자율주행 및 차량 주행안전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기존 차량레이더의 

주요 기능인 객체 검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강수정보 추정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2. Assembly Picture of TI AWR1642 mmWave

Table 1. Autonomous Radar (TI AWR1642 mmWave) Specification 
for Field Testing

Configuration Specification

Frequency (GHz) 77

Azimuth Resolution (deg) 15

Range Resolution (m) 0.039

Maximum Unambiguous Range (m) 31.99

Maximum Radial Velocity (m/s) 1.5

Radial Velocity Resolution (m/s) 0.19

Frame Duration (msec) 100

Range Detection Threshold (dB) 15

Doppler Detection Threshold (dB) 15

Range Peak Grouping enable

Doppler Peak Grouping enable

Static Clutter Removal enable

(a) X-Y Scatter pPot of Detected Objects (b) Range Profile for Zero Doppler

Fig. 3. Example of Object Detection and Range Profile of an Automotive 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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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레이더 자료 기반 강우정보 추정 

Jang et al.(2019)은 차량레이더를 활용하여 객체 탐지와 

강우정보 추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Fig. 4는 

Jang et al.(2019)이 제안한 시스템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제안된 

강수정보 추정 기법은 비기상 신호를 제거하는 자료 품질관리 

단계와 품질관리된 자료를 이용한 강수정보 추정단계로 구분되

어진다. 

3.1 차량레이더 비기상에코 제거 기법

충돌방지 차량레이더는 차량이나 사물 등에 대한 객체 정보만을 

이용한다. 그러나 강수정보 추정을 위해서는 주변 사물 등의 비기상 

신호가 제거된 순수 기상 신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기상 에코가 

적절하게 제거되지 않은 경우엔 강수정보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레이더는 반사된 신호를 획득한 후 

1차 신호처리를 통해 도플러 속도를 이용해 정지해 있는 물체, 

즉 클러터로 간주되는 물체를 신호에서 제거한 후, 차량, 사람 

등의 이동하는 물체의 거리와 위치 및 상대적 속도를 계산 한다. 

Jang et al.(2019)은 레이더 신호로부터 정확한 강우 강도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 기존 차량레이더 신호처리 과정에서 1차 신호처리 

된 신호로부터 이동하는 객체를 제거하는 별도의 과정을 추가하였

다. 강우는 차량 등 개개의 객체보다 훨씬 넓은 공간분포를 가지므

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 중 임에 따라 통계적으로 레이더 

신호의 거리프로파일 상에서 동일 거리에서 동일 객체가 관측되는 

시간보다 동일한 양의 강우가 관측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길어진다. 이 점에 착안하여 통계적으로 이동 중인 객체를 제거한 

상태에서 강수 정보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최대 관측거

리 max를 갖는 차량레이더로부터 차량의 이동 시간 ∆ 동안 

관측된 N개의 각 거리 프로파일       max의 관측 

거리      max 내의 i번째 거리에서의 빈(bin) 가 

가변되는 편차를 추적함으로써 최근 관측된 거리 프로파일 
의 

해당 빈이 이동 객체에 의해 반사된 신호인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강우에 의한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다. 관측신호로부터 이동 객체에 

의한 반사 신호를 강수 신호 평균 
′로 치환함으로써 객체를 필터링

하는 식을 Eq. (1)에 나타내었다


′ 




















  i f 


  

  

(1)

여기서 

 및 


는 각각 N개의 i번째 거리 빈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는 강우와 객체를 구분하는 

의 허용 

임계치로 적용되었다. Fig. 5는 통계적 객체 제거 기법을 적용한 

사례이다. 회색 실선은 거리에 따른 원시 관측자료 프로파일이고 

객체를 제거한 후의 자료는 빨간색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점선은 

객체가 없는 노이즈 신호로서 객체 제거 결과 비교를 위해 도시하였

다. 이 결과로부터 차량이나 주변 사물들이 통계적 알고리즘에 

의해 잘 제거됨을 알 수 있다.

Fig. 4. Block Diagram of Precipitation Information Retrieval and Object Detection for the Automotive Radar

Fig. 5. An Example of Data Quality Control (Object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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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우정보 추정 기법

일반적으로 레이더를 이용한 강수추정은 강수강도에 따라 강수

로부터 돌아온 레이더의 수신신호의 세기가 다르다는데 사실에 

근거하여 레이더 신호의 반사도와 강수량의 관계식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한 강수추정은 레이더 시스템 신호 

편차나 강수크기분포의 변동성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반사도와 강수강도 관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자료 

보정 및 강수크기분포에 따른 관계식의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호감쇠에 의한 강수정보 산정 기법은 

레이더 시스템 편차나 강수크기분포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Fig. 6은 주파수 및 강수강도에 따른 신호감쇠 정도를 

보여준다. 77 GHz와 같은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강수에 대해 

주로 Mie 산란 특성이 나타난다. 만약 약 50 mm/hr 강도의 비가 

내린다면 77 GHz 레이더에서는 왕복(송신/수신) 1 km에서 약 

40 dB의 신호 감쇠가 발생하며 레이더 시스템 보정이나 강수크기분

포 등과 관계없이 신호기울기가 약 40 dB/km (two way)로 나타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관측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신호감쇠로부터 강수강도를 산정하는 대신에 거리에 따른 수신신

호의 기울기인 강수지수를 산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강수지수를 

강수강도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수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q. (1)에 의해 객체에 의한 

반사 신호가 필터링된 거리 프로파일 
′ 로부터 관측 순간의 강수지

수, 을 Fig. 7과 같이 거리 프로파일 
′ 의 특정 구간 ~ 

사이의 반사 신호의 1차 기울기 값으로 계산한다. 그에 따라, 이 

0에 수렴할수록 반사 신호의 강도가 약해지므로 강수가 없거나 

아주 약함을 의미하며, 음(-)의 값으로 증가할수록 강수에 의한 

반사 신호가 커짐을 의미하므로 강한 강수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Eq. (1)을 이용하여 비강수 객체를 어느 정도 제거한다 하더라

도 자동차의 속력과 주변 환경에 따라 객체를 완벽히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강수 역시 넓은 면적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공간적으

로 그 강도가 일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행 중 강수지수를 

보다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점에서의 강수지수를 추정

하는 것보다, 시공간적 구간의 강수지수를 추정하는 것이 효율적이

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속력에 따른 주행 시구간 ∆ 

사이 강수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간값을 해당 구간의 평균 

강수지수로 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4. 강수정보 추정 결과 및 분석

차량용 레이더 기반 강수지수 산정 기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두 단계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지상태의 개방된 환경에

서 시험 관측을 하였다. 이는 주변환경(차량이나 건물 등)이나 

주행 중 진동 등에 의한 레이더 신호 영향이 최소화된 조건에서 

시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행 중 비강수 및 다양한 강수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주행 중 강수정보 추정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4.1 비주행 시험관측

Fig. 8은 다양한 강우사상에 대해 정지된 상태에서 수행한 강수

지수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Fig. 8(a)는 약 1시간 동안의 비강수 

시 강수지수 추정 결과로 약 0.0026에서 변동함을 알 수 있다. 

Fig. 8(b)는 2 mm/hr 이하의 약한 강수에서 20 mm/hr의 강수로 

변하는 과정에서 강수지수의 변동을 나타낸다. 파란색 실선은 비강

수시 추정된 강수지수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녹색 실선은 관측시점

에서의 강수지수이다. 여기서 지상의 정량적 강우는 차량레이더 

관측 지점과 가장 가까운(약 7 km) 환경부 TM 관측자료(김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강우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인 

자료로서 사용되었다. Fig. 8의 결과로부터 강수지수 추정 결과가 

매우 정밀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결과로 부터 1차 

Fig. 6. Signal Attenuation According to Frequency

Fig. 7. An Example of Precipitation Information Retrieval from 
Autonomous Radar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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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추세선에 기반한 강수지수 산정 기법이 어느 정도의 잡음에 

강인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2 주행 시험관측

차량레이더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정보를 산정하기 위해 무강우 

및 다양한 강우 환경에서 차량주행 시 시험관측을 수행하였다(Fig. 9). 

Fig. 10은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Fig. 9와 같은 무강우, 약한 

강우(1~5 mm/h) 및 일반적인 강우(5~15 mm) 환경에서 약 60 

km/h의 속력으로 주행했을 때의 강수지수 추정 결과이다. Fig. 

10의 파란색 실선은 무강우에서의 강수지수를 나타낸 것이고, 녹색, 

빨간색 실선은 각각 약한 강우, 보통 강우일 때 강수지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산정된 강수지수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듯 보이지만, 

각 그래프의 구간별 강우강도 지표 최대값 및 최소값과 중간값을 

비교해보면 강우강도에 따른 강수지수 추정값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0의 결과로부터 산정된 강수지수를 이용하면 강수유

무 및 강수유형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강수유무 

판별에 대한 비교를 위해 실제 주행영상과 추정된 강수유무와 

비교 검증을 하였다. Figs. 9 and 10으로부터, 제안한 기법이 시험주

행 전 구간에 걸쳐 강수 유무를 판별하는 데 약한 강수 환경에서 

75 % 이상, 일반적인 강수환경에서 86 % 이상의 강수유무 판별 

정확도를 보였다. 실험적으로 약한 강수일수록 주변 필터링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비강수 객체에 대한 판별력이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강한 강우일수록 제안 기법의 강우 강도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며, 강우강도의 변화를 보다 잘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한된 시험관측 자료에 의해 강수지수 추정방

법에 대한 검증 한계가 분명하게 있지만 제안된 방법에 대한 타당성

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강수는 도로 상의 수막을 형성하여 미끄럼을 유발하거나 전방 

시야를 가림으로써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차량사고의 위험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 도로 강수를 관측하기 위해 주로 고정형 센서를 

이용하고 있으나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밀도의 상시관측이 어려우며 도로 강수 측정 정밀도와 

공간적 해상도에 제한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강수 관측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미 장착된 차량레이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차량 주행 중 정밀 강우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차량 주행 

중 안전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강도의 강우 환경 이상일 

때, 강수지수를 적합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알고

리즘 개선 및 AI 기술 적용을 통해 제안 기술의 신뢰성을 향상시킴으

로써 자율주행 시대에서 도로환경의 변화에 안전한 자동차 기술을 

Fig. 8. Precipitation Index for Various Rainfall Types

Fig. 9. Field Test in Various Driving Environment

Fig. 10. Precipitation Information Retrieval Result of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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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안 기술과 함께 다중센

서를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행 중 노면결빙 및 물고임에 

대한 상황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재해 감시 및 수자원 활용을 

위한 디지털페어링 핵심요소기술 개발)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References

Bertoldo, S., Lucianaz, C. and Allegretti, M. (2018). “On the use 

of a 77 GHz automotive radar as a microwave rain gauge.” 

Engineering, Technology & Applied Science Research, Vol. 8, 

No. 1, pp. 2356-2360. 

Gourova, R., Krasnov, O. and Yarovoy A. (2017). “Analysis of rain 

clutter detections in commercial 77 GHz automotive radar.” 2017 

European Radar Conference (EURAD), Nuremberg, pp. 25-28.

Jang, B. J., Jung, I. T., Chong, K. S., Sung, H. K. and Lim, S. H. 

(2019). “Rainfall observation system using automotive radar 

sensor for ADAS based driving safety.” 2019 IEE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Conference (ITSC), Auckland, New Zealand, 

pp. 305-310.

Kim, Y. G., Lee, S. H. and Kim, B. S. (2018). “Measurement of rainfall 

using sensor signal generated from vehicle rain sens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Vol. 38, No. 2, 

pp. 227-235, DOI: 10.12652/KSCE.2018.38.2.0227 (in Korean).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 (2019). Development of driving environment observation, 

prediction and safety technology based on automotive sensors, 

final report (in Korean).

Roh, C. G. and Park, B. J. (2019). “Analysis of the effect of rainfall 

on ADAS sensor.”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Engineering 

and Management Research, Vol. 4, No. 1,  pp. 77-84.

Stock, K. (2018). Self-driving cars can handle neither rain nor sleet 

nor snow, Bloomberg Business week, Available at: https://www. 

bloomberg.com/news/articles/2018-09-17/self-driving-cars-still-

can-t-handle-bad-weather (Accessed: September 17, 2018).

Ziebinski, A., Cupek, R., Erdogan, H. and Waechter, S. (2016) “A 

survey of ADAS technologies for the future perspective of sensor 

fusion.” ICCCI 2016: Computational Collective Intelligence, 

Springer, Vol. 9876, pp. 135-146, DOI: https://doi.org/10.1007/ 

978-3-319-45246-3_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