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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ensor Fusion-Based Low-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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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lthough vehicles become more intelligent for convenience and safety of drivers, 

traffic accidents are increased more and more. Especially, car-to-car single rear impacts in the 

urban area are increased rapidly because of driver inattention. To prevent rear impacts in the 

urban area, commercial automobile vendor applies the low-speed short-distance collision warning 

system. This paper presents low-speed short-distance collision warning algorithm for the city 

driving by using sensor fusion of laser sensor and ultrasonic sensor. An experiment using 

embedded microprocessor in the driving track was used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collision warn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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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Vm(k) : 주행 차량의 속도

Vd(k) : 전방 차량과의 상대속도

Ad(k) : 전방 차량과의 상대가속도

D(k) : 레이저센서에 의해 측정된 거리 

Dmax : 최대 차간거리

Ds : 최소 정지거리

CS(k) : 충돌위험도

SC : 충돌위험도의 변화 민감도

1. 서 론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

는 지능형 자동차(Intelligent Vehicle)에 대한 관심

이 증가되고 있다 [1-2]. 특히, 지능형 자동차는 운

전자의 안전 운전을 보조하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와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IVIS(in-vehicle information 

system)으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있다 [3-5]. 지능

형 자동차의 ADAS는 전방 충돌 상황이 발생할 때 

속도를 줄이고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보하는 ACC 

(adaptive cruise control)나 차선을 이탈할 때 차

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운전자에게 경보하는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와 같은 기능을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6-10].

최근 V. Eis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독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통계 분석 

연구에 따르면, 차량 간 후방 접촉사고(car-to-car 

single rear impact)는 전체 교통사고 중 10%이며, 

이 중 70%가 도시 환경에서 발생하였다고 조사되

었다 (그림 1(a)). 또한, 후방 접촉사고 시 차량속도

별 사고 발생 비율을 나타내는 그림 1(b)에서 보듯

이, 차량 간 후방 접촉사고의 90%는 충돌한 차량

(striking car)의 속도가 55km/h 이하, 충돌된 차량

(struck car)의 속도가 20km/h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사고의 70%는 충돌한 차량의 속도가 

30km/h 이하, 충돌된 차량의 속도가 15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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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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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통사고 통계 분석[11]

Fig. 1.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11]

로 나타났다 [11-12].

이러한 시내 저속 주행 환경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상용 자동차업체를 중심으로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회피 시스템(low-speed short- 

distance collision warning/avoidance system)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초

로 개발된 기술인 city safety 시스템 [13-14]은 

차량 속도가 30km/h 이하에서 레이저센서를 이용

하여 전방 6~8m 이내의 전방 장애물의 거리를 측

정한 후, 전방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

면 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린다. 또한, 운전자의 의지

로 전방 차량과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제동 시스템을 동작시켜 충돌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한다. 또 다른 연구로는 레이저 

스캐너[15]를 이용하여 저속 주행에서 발생되는 충

돌을 경보하거나 방지하는 기술도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city safety와 같은 레이저센서만을 사용

하는 저속 근거리 충돌 회피 시스템은 레이저센서

의 근거리 측정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방 장애물

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 

각도가 좁기 때문에 옆 차선에서 진입하는 장애물

을 정확하게 검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레이저 스캐너는 넓은 감지 범위로 인하여 옆 차선

에서 진입하는 장애물을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저속 근거리 충돌 회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레이저센서와 초음파센서를 융합한 센서 

융합 기반 충돌 경보 시스템(sensor fusion- based 

collision warning system)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시속 30km/h 이하의 저속 주행 환경에

서 정지거리를 기준으로 위험 단계를 구분하여 충

돌 위험을 경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마

지막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을 내장형 시스템

(embedded system)으로 차량에 구현하여 정차 상

태와 주행 상태에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제안된 센서 융합 기반 저속 근거

리 충돌 경보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서술하고, 3

장에서는 충돌 경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제안된 센서 융합 기반 충돌 경보 알고리

즘을 구현하여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

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서술한다. 

Ⅱ. 센서 융합 기반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 시스템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전방 차량 및 옆 차선에서 끼어

드는 차량의 검출이 가능하도록 그림 2와 같은 센

서 융합 기반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 시스템을 제

안한다. 그림에서, 충돌 경보 시스템은 전방 및 측

방 차량이나 장애물을 검출하는 레이저센서(laser 

sensor)와 초음파센서(ultrasonic sensor), 충돌 경

보 알고리즘이 내장된 ECU(electronic control 

unit),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보 모듈

(warning 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전방 및 측방 장애물을 검출하기 위하여, 1개의 

레이저센서와 4개의 초음파센서가 그림과 같은 높

이(h1과  h2)와 간격(w1 및 w2)으로 설치된다. 먼

저, 레이저센서는 원거리 장애물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더 센서에 비하여 높은 근거리 측정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 시스템

은 저속이지만 근거리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근거리 

측정 정밀도가 높은 레이저센서를 사용하는 게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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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 시스템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low-speed short-distance collision warning system

씬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초음파센서는 측면 차량

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레이저센서의 감지 

거리(l1)는 초음파센서보다 길지만 감지 범위가 매

우 좁은 반면(수 도(degree) 이내의 범위), 초음파

센서는 레이저센서에 비하여 감지 거리(l2)는 짧지

만 감지 범위(ru)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측면 초음

파센서(side ultrasonic sensor)를 그림과 같이 ri의 

각도를 가지도록 설치하고, 전면 초음파센서(front 

ultrasonic sensor)를 그림과 같이 정면을 바라보도

록 설치하면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센서의 좁은 감지 범위

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위치한 보행자나 장애물도 

검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량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차량

용 OBD 장치(on-board diagnostics device)가 사

용된다. 차량용 OBD 장치는 자기 차량의 속도, 조

향 및 제동 정보를 자동차의 CAN 네트워크로부터 

수집한 후,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ECU

로 전달한다. ECU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의 

상태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센서 융합 기반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 알고리즘이 내장된 ECU는 레이저센서와 초음

파센서의 정보, OBD 장치로부터 수신된 자기 차량

의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충돌 위험도(collision 

danger state)를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나서, 경보 모듈을 이용하여 위험 상황에 따라 운전

자에게 단계적으로 충돌 위험을 알려준다. 

Ⅲ. 센서 융합 기반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 알고리즘

그림 3은 시내 주행에서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 

시스템을 위한 센서 융합 기반 충돌 경보 알고리즘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충돌 경보 알고리즘은 

초기화 과정을 수행하고 주행 차량의 속도(vehicle 

speed, Vm(k))를 측정한 후, 주행 차량의 속도가 

제안된 충돌 경보 알고리즘이 동작되는 속도 범위

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에서, 속도 범위는 city 

safety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속도 범위와 동일한 

30km/h로 설정되었다. 만약 주행 차량의 속도가 속

도 범위를 넘어선 경우라면 충돌 경보 시스템은 동

작되지 않는다(non-operation state). 반면, 주행 

차량의 속도가 알고리즘 동작 범위 이내라면, 측면 

초음파센서에 장애물이 검출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측면 초음파센서에 의해 장애물이 

검출되면 전면 초음파센서에도 장애물이 검출되는

지를 검사한다. 여기에서, 측면과 전면 초음파센서

가 동시에 ON되는 경우 측면 차량이 옆 차선으로

부터 끼어들고 있는 상태로 간주하여 충돌

(collision) 상태로 판단한다. 반면, 측면 초음파센서

만 ON되는 경우 위험(danger) 상태로 판단한다. 

초음파센서에 의해 장애물이 검출되지 않았을 

때, 레이저센서를 이용하여 전방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한다. 만약 레이저센서가 ON되지 않는다면 전

방에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레이저

센서에 의해 장애물이 검출된다면, 유효한 직전 10

개 값(D(k-9)∼D(k))의 평균을 현재 값(D(k))으로 

취하는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16]

을 이용하여 레이저센서의 거리(distance, D(k))를 

결정한다. 이때 유효한 값이란 레이저센서에서 장애

물이 검출되고 난 이후의 값을 의미한다. 즉, 이동

평균법에서는 레이저센서로부터 값이 출력되고 난 

후 5번째 값은 직전 5개(D(0)∼D(5))의 값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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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센서 융합 기반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 알고리즘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sensor fusion-based low-speed short-distance collision warning algorithm

용하지만, 15번째 값은 직전 10개(D(6)∼D(15))의 

값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도로 노면의 요철에 의한 진동이나 차량 자

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기는 거리 값의 미세한 변동

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만약 계산된 레이저센서의 거리가 최대 차간거

리(maximum distance, Dmax)보다 크다면, 안전

(safety) 상태로 판단한다. 여기에서, 최대 차간거리

란 시속 30km/h에서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 정지거리(minimum stopping distance, 

Ds)에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설정된다. 즉, 최대 차

간거리는 운전자가 시속 30km/h에서 차량을 정지

시킬 만큼 충분한 값으로 설정되면 된다. 여기에서, 

최소 정리 거리는 속도에 따라 결정되고 운동에너

지와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에너지의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 식(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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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은 차량의 질량이며 μ는 마찰계수이

다. 일반적으로, 마찰계수는 ABS의 설치 유무나 도

로의 상태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값으로 표시된

다. 그러나 건조한 노면(dry pavement)에서는 0.8

의 값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

에 [17-18], 차량의 속도가 30km/h일 때 최소 정

지거리는 약 4.5m로 계산된다. 

반면, 레이저센서의 거리가 최대 차간거리보다 

작다면, 전방 차량과의 상대속도(Vd(k))와 상대가속

도(Ad(k))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상대속도는 식(2)

와 같이 단위시간(Δt)당 주행 차량과 전방 장애물과

의 거리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상대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상대속도로 단순화할 수 있다.

α<Vd(k) -α<Vd(k)<α Vd(k)<-α

β<Ad(k) safety safety warning

-β<Ad(k)<β safety safety danger

Ad(k)<-β safety warning collision

표 1. 최소 정지거리 이상에서의 충돌 위험도

Table 1. Collision danger state over 

minimum stopping distance

α<Vd(k) -α<Vd(k)<α Vd(k)<-α

β<Ad(k) safety safety danger

-β<Ad(k)<β safety warning collision

Ad(k)<-β safety danger collision

표 2. 최소 정지거리 미만에서의 충돌 위험도

Table 2. Collision danger state under 

minimum stopping distance

 


 



         (2)

마지막으로, 충돌 경보 알고리즘은 실차 실험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작성된 충돌 위험도 데이터베이

스(danger state database)로 부터 상대속도와 상

대가속도에 따른 충돌 위험도를 결정한 후, 그 결과

를 경보 장치에 표시한다. 본 논문에서 충돌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는 실차 실험 결과로부터 표1 및 표2

와 같이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충돌 위험도(CS(k))

는 표3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4단계, 즉, 안전

(safety), 경보(warning), 위험(danger)과 충돌

(collision) 단계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 충돌 위험도는 최소 정지거리

(4.5m)에 따라 표1과 표2로 나누어지며 상대속도와 

상대가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상대속도가 속

도 한계값(velocity threshold, α)보다 큰 경우(α

<Vd(k))에는 선행차량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이

므로 충돌의 위험이 극히 낮기 때문에 상대가속도

에 상관없이 안전 단계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상대

속도가 ±α 내에 있는 경우(-α<Vd(k)<α)와 -α 보다 

작은 경우(Vd(k)<-α)에는 선행차량과의 거리가 유

지되거나 좁혀지는 상황이므로 상대가속도가 가속

도 한계값(acceleration threshold, β)보다 큰 경우

(β<Ad(k)), ±β 내에 있는 경우(-β<Ad(k)<β), -β

보다 작은 경우(Ad(k)<-β)로 나누어서 충돌 위험도

를 정의하였다.

충돌위험도

(CS)
상태(state)

안전

(safety)
충돌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

경보

(warning)

충돌 위험이 예상되는 단계로 운전

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태

위험

(danger)

충돌이 예상되는 단계로 주행 차량

의 속도를 일부 줄이는 기능을 수행

하는 상태

충돌

(collision)

충돌이 확실한 단계로 충돌을 회피

하기 위하여 주행 차량의 속도를 최

대한 줄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

표 3. 충돌 위험도의 정의

Table 3. Definition of collision danger state

Ⅳ. 센서 융합 기반 충돌 경보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본 절에는 센서 융합 기반 저속 근거리 충돌 경

보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그림 4와 같은 

실험 차량을 구성하였다. 실험용 차량은 국내 G사

의 L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그림과 같이 레이저센서

와 초음파센서를 장착하였다. 실험 차량에 설치된 

레이저센서로는 감지 거리가 l1=6m인 Data sensor 

사의 S80-YL0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앞 범퍼에 장

착된 초음파센서로는 감지 거리가 l1=3m, 감지 범

위가 ru=25∘인 SensorTec 사의 차량용 STMA 

-506 모델이 사용되었다. 특히, 레이저센서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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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ser sensor (b) Ultrasonic sensor 

(c) Bluetooth OBD (d) CANoe 

그림 4. 실험차량의 구성

Fig. 4. Implementation detail of experimental 

vehicle

를 투과하면 거리 정보의 오차가 커지는 산업용 

레이저의 특성 때문에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하

였고 차량의 중앙에 지면으로부터 h1=0.65m 높이

에 설치하였다. 초음파센서는 지면으로부터 

h2=0.6cm 높이에 w1=60cm, w2=30cm로 설치하

였다. 여기서, 전면 초음파센서 2개는 정면을 바라

보도록 설치하였고 측면 초음파센서는 ri=70∘를 이

루도록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대 차간거리, 

Dmax는 레이저센서의 측정거리인 6m로 설정하였

다.

또한, 레이저센서는 UART를 이용하여 ECU와 

연결되었으며, 초음파센서는 인터럽트(interrupt) 핀

과 GPI/O(general purpose I/O) 핀을 이용하여 

ECU와 연결되었다. 상대속도 및 상대가속도를 계

산하기 위한 단위시간(Δt)은 ECU의 연산 처리 주

기로 설정하였으며, 근거리 환경을 고려하여 100 

ms로 설정하였다.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OBD 장치로는 Free 

-GPS 사의 free-OBD Plus Mini 모델이 사용되었

다. 특히, 사용된 OBD 장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차량 속도 및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다

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충돌 경보 알고리즘이 내장된 ECU는 FlexRay와 

CAN 컨트롤러가 내장된 Freescale 사의 MC9S- 

12XF512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여기에서, CAN 

트랜시버는 NXP사의 PCA82C250이 사용되었으며 

OBD 데이터 수신을 위한 블루투스 수신 모듈은 

Firmtech 사의 FB755AX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

그림 5. 정적 상태에서 충돌 경보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Fig. 5. Performance evaluation of collision 

warning algorithm in static state

그림 6. 동적 상태에서 충돌 경보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Fig. 6. Performance evaluation of collision 

warning algorithm in dynamic state

로,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Vector사

의 CANoe.FlexRay 7.2가 이용되었다.

센서 융합 기반 충돌 경보 알고리즘의 성능 평

가 실험은 차량의 주행 조건에 따라서 정적인 상태

와 동적인 상태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우선, 정적

인 상태의 실험은 그림 5와 같이 레이저센서의 정

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6m 거리의 승용차를 대상

으로 주간, 야간 전조등 소등, 야간 전조등 점등의 

세 가지 상황에서 100ms 주기로 100번씩 거리를 

측정하였다.

동적인 상태의 실험은 그림 6과 같이 30km/h 

이하의 속도에서 전방 차량과 함께 주행하면서 충

돌 경보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지를 평

가하였다. 동적인 실험은 주행 차량의 속도 변화, 

측면 차량의 끼어들기, 앞 차량의 정지 상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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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동적인 

실험은 주변 차량에 의한 충돌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주행 시험장에

서 수행되었다.

표 1과 2의 속도 한계값과 가속도 한계값은 충

돌 위험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충돌 위

험도는 너무 빈번하게 단계가 변화되면 운전자가 

위험의 경보에 둔감해질 수 있고, 너무 뜸하게 단계

가 변화되면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차량을 운전하

면서 판단한 결과 충돌 위험도는 1sec당 10회, 즉 

100msec 당 1회 정도 변화되는 게 운전자에게 가

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충

돌 위험도(CS(k))를 각각 안전=1, 경보=2, 위험=3, 

충돌=4로 설정한 후, 10초(100회)동안 동적 상태에

서의 성능 평가를 수행한 후 식 (3)과 같이 충돌 위

험도의 변화 민감도(change sensitivity, SC)를 계

산하였다.

  
 

 

  


         (3)

그림 7은 α와 β값을 1에서 5까지 변화시킬 때, 

변화 민감도(SC)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α=3, β=3일 때 변화 민감도가 가장 낮은 값을 나

타내고 있다. 즉, α=3, β=3일 때 충돌 위험도가 

100msec당 1회 정도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α와 β 값은 차량의 성능이나 센서의 설치 위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 시에 

적절한 값이 선정되어야만 한다.

표 4는 정적 상태에서 전방 승용차와의 거리를 

100회 측정한 평균 거리와 거리의 표준편차를 나타

낸 것이다. 표에서, 측정한 평균거리는 거의 

6000mm(6m) 전후의 값을 가지며 모든 상황에서

1mm 이하의 표준편차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차량의 색깔과 환경 상태의 변화에도 평균거리는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차량의 색깔이나 주변 환경에 거의 영

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거리를 측정함을 의미한다.

그림 8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주행 시험장에서 

전방 차량과 함께 주행할 때, 차량의 속도, 차량 거

리, 상대속도, 상대가속도와 충돌 위험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차간거리가 줄어들고 상

대속도 및 상대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단계적

으로 충돌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차

간거리가 증가하고 상대속도 및 상대가속도가 0보

다 큰 경우에는 충돌 위험 단계가 증가하지 않고 

경보 단계를 유지하다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행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여 거리가 급격히 감소

하고 전방 차량의 속도가 감소하는 약 1.4초 전후

에는 충돌 위험 단계가 충돌 단계까지 증가하여 위

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는 정면의 장애물에 충돌하는 경우의 차

량의 속도, 차량 거리, 상대속도, 상대가속도와 충돌 

위험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에서, 장애물

은 약 4m 전방에 설치하였으며 주행 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장애물과 충돌할 때까지 전진하

였다. 그림에서, 주행 차량은 약 4m 전후의 거리에

서 출발하였으며 전방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서 충

돌 위험 단계는 격상하였다.

그림 7. 충돌 위험 상태의 변화 민감도 결과

Fig. 7. Result of change sensitivity of collision 

danger state

mean

standard 

deviation

day
night light 

off

night light 

on

white
6001.55

0.500

6002.52

0.502

6001.09

0.422

silver
6001.92

0.580

6001.32

0.495

6001.30

0.460

black
6002.43

0.472

6002.43

0.497

6002.54

0.500

표 4. 정적 상태에서 거리 실험 결과 [단위:mm]

Table 4. Experimental result of distance sedan 

in static state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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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저속 주행에서 충돌 경보 알고리즘 

실험 결과

Fig. 8 Excremental result of collision warning 

algorithm of low speed driving state

그림 9. 충돌 상태에서 충돌 경보 알고리즘 

실험결과

Fig. 9. Excremental result of collision warning 

algorithm of collis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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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차량이 끼어든 경우 충돌 경보 알고리즘 

실험결과

Fig. 10. Excremental result of collision 

warning algorithm of vehicle barge state

장애물과의 거리가 약 2.5m 전후에서 충돌 위험 

단계는 충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애물과의 거리가 

약 1m 전후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충돌 위협으로 

인하여 위험단계가 경보 단계로 감소하였다. 약 

50cm 이하에서는 레이저센서의 측정 범위를 벗어

나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0은 전방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30km/h 

이하로 주행 중에 오른쪽 측면 차량이 끼어들었을 

경우의 차량의 속도, 차량 거리, 초음파 상태와 충

돌 위험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측면 차량이 끼

어들어서 순간적으로 거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초음파센서의 단계가 1단계(측면 초음파센서 ON)로 

격상이 되었다. 동시에 충돌 상태는 안전 단계에서 

위험 단계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측면 차량이 끼

어들기 시작해서 주행 차량의 정면에 위치할 시점

에서 초음파센서의 단계가 2단계(전면 초음파센서 

ON)로 격상되면서 동시에 충돌 상태는 위험 단계에

서 충돌 단계로 상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30km/h 이하의 시내 저속 주행에서 빈번하게 발생

되는 측면 차량의 끼어들기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

서 제안된 충돌 경보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동작

하며 측면 차량의 끼어들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

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 환경에서 저속 근거리 충돌 

경보 시스템의 하나로서, 레이저센서와 초음파센서

를 융합한 센서 융합 기반 충돌 경보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특히, 시속 30km/h 이하의 저속 주행 환

경에서 최소 정지거리를 기준으로 위험 단계를 구

분하여 충돌 위험을 경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을 내장형 

시스템으로 차량에 구현하여 정차 상태와 주행 상

태에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차 실험을 

통하여, 레이저센서와 초음파센서를 융합하는 경우 

도시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방 차량의 정

지뿐 만 아니라, 측면 차량의 끼어들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경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실험실 규모에서 레이저센서

와 초음파센서를 융합한 충돌 경보 알고리즘의 적

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충돌 경보 시

스템이 실제 자동차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현실에 맞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거리 정보에 불확실성이 포

함되더라도 정확한 거리 값이 계산될 수 있도록 칼

만 필터와 같은 필터링 방법이나 전방 장애물의 추

적(tracking)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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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차량의 속도나 가속도, 전방 장애물 거리의 가

감 정보 등에 따라 충돌 위험도를 보다 더 세밀하

게 결정할 수 있는 개선된 충돌 경보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충돌 상황에 따

라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동 방식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져한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충돌 경보알

고리즘에는 운전자의 차량 제어 의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실차 적용을 위해서

는 주행 상황이 운전자가 의도한 상황이라면 차량

의 제어를 운전자에게 위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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