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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로 운 자 보조시스템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AVM 시스템(Around 

View Monitoring System)에 한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AVM 시스템은 차량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

로 제공하기 해 임베디드 시스템 는 SoC(System on Chip)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Car PC가 차량에 장착

되어 있으면 AVM 시스템을 추가의 비용이 없이 소 트웨어만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r 

PC 기반의 AVM 시스템 기능에 치 정보 기능인 도, 경도, 속도 기능을 추가하여 치정보를 제공하는 AVM 시

스템을 구 하 다. 본 연구에서 구 한 치 정보를 제공하는 AVM 시스템에 장 기능을 추가하면 AVM 블랙박

스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In recent, the researches on driver assistance systems have been actively performed with development of vehicle industry. AVM(Around 

View Monitoring) Systems, a part of these systems, have been researching and developing. Existing AVM systems have been developed in the 

forms of embedded systems or a SoC (System on Chip) to provide view around vehicle in real time. However, if Car PC is equipped with in 

vehicle, AVM can be developed using only software without additional cost.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AVM system which provides 

location information by adding the informations such as latitude, longitude and speed to functions of "Car PC" based AVM system. If storing 

function is added to the AVM system implemented in this study which provides location information, the system with storing function can be 

used as AVM black bo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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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교통사고 증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운

자 보조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차량 내 지능형 자 장치는 운 자가 주행하는데 도

움을 주는 안 운  시스템과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안  운 을 한 시

스템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에 운 자 보조 시

스템은 운  시 차량사고를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운

자의 편의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이다[1]. 운 자 보조 

시스템의 하나인 AVM(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은 여러 의 카메라를 장착하여 차량 주변 상황을 운

자에게 상으로 제공하기 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독일과 일본의 여러 자동차 회사는 이

미 제품으로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의 카메라를 장착하여 운 자에게 하늘 에서 보는 것 

같은 Bird's Eye View를 제공하는 시스템들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2].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실시간으로 상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블랙박스와 같은 상 

장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AVM의 장 과 블랙박스의 장 을 

목시켜 사각지 가 없는 상을 장할 수 있는 AVM 시

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 경도, 속도 등의 치 

정보 기능을 기존의 AVM시스템의 기능에 추가하여 

Viewer에서 확인할 수 있는 AVM 시스템을 구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AVM 시스템  블랙박스 련 연구

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시스템 설계, 4장에서는 결

과  고찰,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장에서는 AVM 시스템  블랙박스 련 연구에 

해 설명한다.

2.1. AVM시스템

재 출시되고 있는 AVM 시스템은 Nissan의 Around 

View Monitor System, Fujitsu의 360° Surroundings Monitoring 

System, Honda의 Multi-View Camera System, Volvo의 

BLIS System 등이 있다. AVM 시스템은 차량 주변의 상

황을 사각지  없이 제공하기 해 차량의 앞 그릴 아래, 

뒤 번호  , 그리고 좌우 사이드 미러  등의 치에 

각(180°) 카메라를 장착하여 구성한다. 그림 1은 AVM 

시스템을 해 장착한 카메라 치를 보여 다[3].

그림 1. AVM 시스템의 카메라 치
Fig. 1 Camera position of AVM system 

그림 1과 같이 차량의 앞 그릴 아래, 뒤 번호  , 그

리고 좌우 사이드 미러 에 카메라가 각각 1개씩 총 4개

가 탑재되어 있다. 주차시 차량의 앞뒤와 양 의 360도 

상황을 마치 에서 내려다보듯 내부 모니터를 통해 장

애물뿐만 아니라 상하지 못했던 장애물까지 실시간

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4, 5]. 

AVM 시스템에 한 문헌 인 연구로는 [7-12]가 있

다. [7,8]은 원근감을 제거하기 해 소 트웨어/하드웨

어의 합동 인 구  방법을 설명하 다. [9]는 비용효율

인 Bird's Eye View를 구 하기 해 FPGA나 ASIC에 

기반한 방법을 제안한다. [10]은 카메라들의 이미지를 

정합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내부 인 라미터와 외부

인 라미터의 최 화 문제에 해 다루었다  [11]은 

다  카메라들 사이의 오버랩 되는 부분에 해 어떤 카

메라의 상을 출력시킬 것인지에 결정하기 해 동

인 역 결정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12]에서는 SoC와 

FPGA를 이용해서 Wraparound 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

법에 해 기술한다. 그러나, 이상의 AVM 시스템에서

는 블랙박스와의 결합에 해 고려하지 않았다. 

2.2. 블랙박스

오늘날에는 항공기뿐 아니라 자동차에도 블랙박스

가 많이 설치되어 사용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EDR 

(Event Data Recorde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카

메라 형식의 제품이 많다. 차량 내부의 룸미러 근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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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드 에 주로 설치하며, 차량 방의 상을 촬 하

여 동 상으로 기록, 교통 사고 발생 시 시시비비 가리는 

데 주로 사용한다. 제품에 따라서는 2  이상의 카메라

를 설치하며 면뿐 아니라 후면, 측면도 동시에 촬 하

는 경우도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나 버스 

같은 차량의 경우에는 음성을 녹음하면서 차량 내부까

지 촬 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충

돌에 계없이 주행 에 상시 촬 을 하는 제품, 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하여 충돌 순간만을 촬 하

는 제품, 혹은 주차 시에만 작동하는 제품 등이 있으며 

와 같은 기능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우

도 많다. 그 외에도 내비게이션이나 하이패스와 기능을 

함께 가진 일체형 블랙박스도 있다[6].

그림 2. 블랙박스 시스템
Fig. 2 Black box system

그림 2와 같이 운 자가 별도로 장착하는 경우 외에 

자동차 제조사에서 최 부터 블랙박스를 장착하기도 

한다. 이때는 페달(액셀 이터, 이크)이나 스티어

링 휠(핸들)의 조작 여부, 차량의 속도, 안 벨트의 상태 

등이 기록되므로 보다 체계 이고 정확하게 사고 경  

조사가 가능하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 률이 높은 미

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블랙박스가 많이 쓰인

다. 주행  언제든 녹화가 진행되는 상시모드와 사고 시 

후 30 의 상황을 기록하는 충격모드, 주차테러에 

비해 충격시 역시 후 30  가량을 녹화하는 주차모드, 

수동으로 녹화를 조작하는 수동모드 등이 있다. EDR는 

사고 당시 상을 기록할 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차량운

행 속도와 조향각도, 이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모두 기록한다. 여기에 사고 발생시 긴 구호 

송출과 내비게이션·하이패스 등 운 자 편의를 돕는 기

능이 추가되고 있다.

Ⅲ. 시스템 설계

3장에서는 시스템 구조  시스템 설계를 설명 한다.

3.1. 시스템 구조

CarPC 기반 어라운드뷰 시스템에서 치정보를 제공

하기 해서는 그림 3과 같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후․좌․우 상을 받아오기 해서는 카메라 4

가 필요하고, 카메라로부터 받아온 상을 4채 로 보내

기 해서는 Frame Grabber가 필요하다. Car PC는 상

왜곡보정, 호모그래피  상정합을 수행하는데 사용

된다. USB형 GPS는 치정보를 받아오고,  display는 

AVM 상을 보기 해 필요하다.

그림 3. 시스템 구조
Fig. 3 System architecture

3.2. 시스템 설계

그림 4. 시스템 처리 차
Fig. 4 System process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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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4 로부터 나오는 실시간 상을 Frame 

Grabber가 입력받아 CarPC를 이용해서 4 의 각 카메

라에서 발생하는 방사 왜곡 상을 제거하기 해 카메

라 모델을 미리 악한 후 ․후방  좌․우측 카메라 

상을 따로 받아들여 한 픽셀마다 왜곡 계수들을 계산

한다. ․후방  좌․우측 4 의 카메라 각각에 들어

오는 상의 왜곡 상을 제거한다.

(a)

(b)

그림 5. 왜곡 보정   왜곡이 보정된 사진
(a) 왜곡 보정 이  4개 카메라의 이미지
(b) 왜곡 보정 이후 4개 카메라의 이미지

Fig. 5 Images before and after correcting distortion 
image: (a) Images of 4 cameras before correcting 
distortion image (b) Images of 4 cameras after 

correcting distortion image
  

왜곡 상이 제거된 이미지를 다른 평면 이미지로 옮

기기 해 호모그래피(Homography) 과정을 수행한다. 

Car PC 기반 AVM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호모그래피는 3

차원 공간상의 한 평면을 바라보았을 때 실제 보여지는 

2차원 평면 형태로 바꾸는 투사 변환을 사용한다.

그림 6. 호모그래피 용 사진
Fig. 6 Image when applying homography

왜곡 보정  호모그래피 계산을 한 차량의 ․후방 

 좌․우측 결과 상을 하나의 화면으로 정합한 상

이다.

그림 7. 정합사진
Fig 7. Synthesis Image

AVM 블랙박스 상을 만들기 해 AVM 정합 상

에 치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치 정보 획득을 해 

GPS 모듈을 사용하며, GPS모듈은 COM 포트에 연결한

다. GPS를 COM 포트에 연결하기 해 그림 8과 같은 코

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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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OM 포트 연결 코드
Fig. 8 Code for using COM port 

포트를 연결하고 GPS정보를 받아오는 버퍼를 열어

야하는데 이때 지속 인 치정보를 받아오기 해서 

카운터를 용해서 치정보를 계속 받아온다.

그림 9. 카운터 코드
Fig. 9 Code for counter

받아온 도, 경도, 속도 등의 정보는 AVM 상 상단

에 추가하여 모니터에 출력한다. 그림 10은 GPS 정보 코

드를 화면에 출력하기 해 비하는 코드이다. 

그림 10. GPS 정보 코드
Fig. 10 Code for GPS information

Ⅳ.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구 된 Car PC 기반 어라운드뷰 모니터

링 시스템의 치정보 제공 기능의 테스트베드는 그림 6

과 같다. 본 테스트베드는 철제 카트에 ․후․좌․우

에 4 의 카메라를 설치하 고 배터리를 통해 Car PC와 

모니터의 원을 공 한다. 한 모니터를 설치하여 운

자가 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구 된 AVM 시스템의 치 정보 제공 화면 형태는 

그림 12와 같다. 상단에 X( 도), Y(경도), SP(속도)라는 

을 출력하여 GPS 정보를 출력한 결과 상이다. 사방

감시뿐 아니라 latitude, longitude를 통해 치를 알 수 있

으며 차가 몇 km로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11. AVM 시스템 테스트베드
Fig.11 Test bed for AVM system

그림 12. 치 정보를 가진 AVM 시스템의 결과 상
Fig. 12 Result image of AVM System with location 

information

Ⅴ. 결  론

사각지   소한 공간에서의 사고 등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는 운 자 보조 시스템이 필수 이 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방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GPS를 이용

한 Car PC 기반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의 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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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기능을 구 하 다. 치  속도를 알 수 있는 

USB GPS를 사용하여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AVM 시스

템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치 정보를 추가하여 향후 

AVM 블랙박스의 기반이 되는 기능을 완성하 다. 

향후 블랙박스에 합한 장 장치를 추가하여 자동

차 사방의 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AVM 블랙박스 기능

을 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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