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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ovel side/rear safety system using only one scan-type laser radar, which is 

installed at the rear left side of vehicle. The sensor monitors the left side, i.e. driver seat side, and backward side 
of vehicle. Our proposed system, ISRSS(Integrated Side/Rear Safety System), consists of four components: 
scan-type laser radar, ECU(Electronic Control Unit), active steering system, and user interface. ISRSS includes 
four functions: BSD(Blind Spot Detection), RCWS(Rear Collision Warning System), semi-automatic 
perpendicular parking, semi-automatic parallel parking. 
 
Key words : Active  Safety System(능동적 안전 시스템), Blind Spot  Detection(사각 지대 검출), Collision Warning 
System(충돌 경고 시스템),  Parking  Assist System(주차 보조 시스템)  
 
 
 
 

 

1. 서 론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비

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3]. 얼마전까지만 해

도, 지능형 자동차는 LDW(Lane Departure 

Warning), ACC(Adaptive Cruise Control), 

CW/CA(Collision Warning/Collision Avoidance), 

IPAS(Intelligent Parking Assist System)와 같은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더욱 더 

많은 시스템이 추가됨에따라, 시스템의 센서 및 

processing unit의 수 또한 더불어 증가했다. 이

러한 센서와 액츄에이터(Actuator)를 통합하기 위

해, 차량 표준용 소프트웨어 구조가 개발 중이다

[2]. 더불어, 주변 환경 인식을 위한 감지 기술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5]. 

본 논문은 단일 센서를 이용한 통합 측후방 안

전 시스템을 제안한다. 센서는 Fig.1 에서와 같이 

차량의 좌측 후방에 설치 되어 있고, 이렇게 설치

된 센서는 차량의 좌측, 운전석, 후방을 감시한다. 

 

 

 

 

 

 

 

 

Fig. 1 센서 장착 및 측정 영역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ISRSS)은 

Scanning Laser, ECU(Electronic Control Unit), 

능동 조향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또한 ISRSS의 기능으로는 BSD(Blind Spot 

Detection),RCWS(Rear Collision Warning System), 

직각주차, 평행주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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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RSS의 기능 

 

 2.1 Preprocessing 

Scanning Laser를 통하여 획득한 range data는 

우선 preprocessing을 통하여 의미있는 Cluster로 

변환된다. Preprocessing은 개별 점 제거, 고립 

점 제거, Occlusion 발견 및 작은 Cluster 제거의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Occlusion은 연속하는 두 range data사이의 불

연속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Occlusion은 유효점에

서 무효점으로의 위치 변이 때 인식 가능하다. 또

한 연속하는 두 유효점간의 거리가 Occlusion 임

계거리보다 클 경우에도 인식할 수 있다. 

 Fig.2 (a)는 각도에 따라 정렬된 초기 range 

data를 보여준다. Fig.2 (b)는 Fig.2 (a)의 range 

data를 직교 좌표계로 변환한 것을 보여준다. 

Fig.2 (c),(d)는 Preprocessing의 결과로 남은 

Cluster들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노이즈가 제

거된 후, 서로 연결된 range data는 Cluster로 인

식됨을 알 수 있다. Scanning Laser로 획득한 

data는 2차원이지만 , 각도에 따라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차원 data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BSD와 RCWS의 목적으로, 인식된 Cluster

는 Kalman Filter를 통하여 추적된다. 추적되는 

Cluster의 중심점이 대표점으로 사용된다. 

(a)초기 range data           (b) 직교 좌표계 변환  

(c)clusters(1차원)          (d) 직교 좌표계 변환  

Fig. 2 획득한 range data의 Preprocessing 

 

2.2 BSD (Blind Spot Detection) 

 제안한 ISRSS는 사각지대내 위치한 잠재적 위험 

차량을 발견한다. 일반적으로 BSD 시스템은 자동

차의 두 측면 중 운전석쪽을 감시한다[9]. 사각 

지대는 Fig.3과 같이 차량 측면을 기준으로 45°

까지 포함하며 그  거리는 12m, 폭은 5m이다. 

 임계치 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며 운전자가 차

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 사각 지대에 추월 차량

이 있으면 BSD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시각적 음향

적 경고를 한다. 

 

 

 

 

 

 

 

 

 

 

 

 

 

Fig. 3 사각 지대 및 BSD 

 

2.2 RCWS (Rear Collision Warning System) 

 BSD와 같은 원리로, 제안한 ISRSS는 후방에서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차량도 발견한다[1].  

 후방 영상에서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차량의 변

위를 이용하면 접근 차량의 속도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한 TTC(Time To Contact)를 

기초로 하여, ISRSS는 운전자에게 잠재적 후방 

충돌 위험을 경고한다. 식(1)을 이용하여 대략적

인 TTC를 구할 수 있다. ][nd 은 n 번째 영상에서 

자차와 접근 차량의 거리를 의미하고 v 는 자차

와 접근 차량의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 st 는 

Scanning Laser의 한 번 영상 획득시 걸리는 시

간(Sampling Time)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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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CWS 

2.3 Free Space Detection for IPAS 

 ISRSS는 반자동 직각 주차의 주차 공간 인식에

도 사용 가능하다. ‘L’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은 ‘L’과 Cluster간의 형태의 유사

함을 측정한다. 형태의 유사함의 정도가 임계치 

이상이면 Cluster는 모서리점(corner)으로 인식

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차 가능 공간은 자

차의 뒷축을 중심으로 제한된 각도 범위(e.g. 

±60°)내에 존재한다. 자차에 가장 가까운 모

서리점을 선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주 기준 차

량(main-reference vehicle)을 지정할 수 있다. 

즉,’L’ 템플릿 매칭은 주차 공간의 먼 쪽에 

위치한 차량을 찾는다. 기준 차량의 단축 방향

으로 가장 가까운 Occlusion이나 모서리점을 제

한된 각도 범위(e.g. ±45°)내에서 찾음으로써 

주차 공간의 가까운 쪽에 위치한 차량을 발견한

다.이 차량은 보조 기준 차량(sub-reference 

vehicle)으로 정의한다. Fig.5처럼 주차 공간이 

발견되면, 경로 생성기는 자차의 현재위치로부

터 목표 주차 위치까지의 최적 경로를 생성한다

[7]. 

 

 

 

Fig. 5 직각주차 

 ISRSS는 Fig.6처럼 반자동 평행 주차에도 사용 

가능하다. 기본적인 동작은 직각주차 경우와 유

사하다. 직각주차와는 달리 평행주차는 주 기준 

차량의 장축방향으로 보조 기준 차량을 찾는다. 

두 기준 차량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탐색 각도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다(e.g. ±15°). 

 주차 목표 위치는 자차의 길이와 폭과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 지대이다. 안쪽 방향은 바깥 쪽 

방향과 동일 방향으로 졍렬해야 한다. 두 기준 

차량 중 한 대라도 기울어져 있다면 원치않은 결

과를 초래한다. 

 

 

 

 

 

 

 

 

 

 

 

 

 

Fig. 6 평행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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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제안한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Fig.7처럼 실험 차량을 구성하였다. 사용된 

Scanning Laser는 SICK사의 LD-OEM이다[10]. 이 

센서는 360°의 FOV(Field of View)를 가지며 

250m까지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최소 각도 분해

능(resolution)은 0.125°이나 Range data 획득 

주파수를 고려해 0.25°의 분해능을 사용하였다. 

LD-OEM과 PC간의 통신은 CAN(Control Area 

Network)을 사용하였다.  

두 대의 카메라가 주위 환경을 기록하는 보조적 

장치로 측방과 후방에 설치되었다. 측방 카메라는 

BSD와 평행주차 기록용이고 후방 카메라는 직각주

차와 RCWS 기록용이다. 

Fig. 7 실험 차량 환경 

3.1 BSD 실험 결과 

 

추월 당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차는 상대

적으로 느린 속도(e.g. 80km/h)로 주행하며 range 

data 및 동기가 맞는 영상을 획득하였다.  

Fig.8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의하여 추월당

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여준다. Fig.8 (a),(b)는 

첫 번째 영상 및 range data로써 추월 의지가 있

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이다. Fig.8 (c),(d)는 추

월 차량이 사각 지대에 진입한 상황이며, 운전자

에게 위험 상황을 경고한다. Fig.8 (e),(f)는 추

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며 추월 차량은 자

차의 앞 쪽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8 추월 상황에서의 Range data 및 영상 

  

Fig.9는 자차에 대한 추월 차량의 상대적인 위치

를 보여준다. 총 40개의 샘플로 구성 되었으며, 

‘·’표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표시는 추월 

차량이 사각 지대에 존재한 경고 상황을 보여준다. 

 

Fig. 9 추월 차량 위치 및 BSD 경고 상황 

 

3.2 RCWS 실험 결과 

BSD의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후방 충돌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차는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e.g. 

20  at  (c)Image =n

1at  data (b)Range =n

20at  data (d)Range =n

40at  data (f)Range =n

1at  (a)Image =n

40at  (e)Imag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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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h)로 주행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행 상

황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존재하지 않는

다. 좌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후방 충돌 차량

이라 간주하고, RCWS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ig.10은 후방 충돌 상황에서의 range data와 

영상을 보여준다.Fig.10 (a),(b)에서 후방 접근 

차량의 상대 속도는 4.9m/s이고 sec9.3=ct 이다

Fig.10 (c),(d)에서 후방 접근 차량의 상대 속도

는 6.1m/s이고 sec1=ct 이다. 이 경우에는 ct 가 

임계치(e.g. 2sec)보다 작기 때문에 RCWS가 동작

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Fig. 10 후방 충돌 상황에서의 Range data 및 영상 

 

Fig.11은 후방 접근 차량의 위치와 RCWS 경고 

상태를 보여준다. 총 20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

으며 ‘·’표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표시

는 후방 접근 차량의 ct 가 임계치보다 작아서 

RCWS 경고 상황을 보여준다.  

 

 

 

 

 

 

 

 

Fig. 11 후방 접근 차량 위치, 상대 속도, TTC 

3.3 직각주차 실험 결과 

 다양한 환경에서 주차 공간을 인식하였다. BSD

와 RCWS와는 달리, 주차 경우에는 range data만을 

이용하였다. 주차에 쓰인 range data는 운전자가 

주차를 시작하는 순간에 획득하였다. Fig.12(a)는 

직각주차 상황을 보여준다. Fig.12(b)는 인식된 모

서리점과 목표 주차 공간을 보여준다.주 기준 차량

은 fitting error와 ‘L’로 표시되어 있으며, 보

조 기준 차량은 ‘°’으로 표시되어 있다. 두 기

준 차량간의 거리는 3.23m로써 자차의 폭보다 컸다.  

 

 

 

 

 

 

(a) 직각 주차 상황 

 

 

 

 

 

 

 

(b) 인식된 모서리점 및 목표  주차공간 

Fig. 12 Scanning Laser를 이용한 직각주차 

 

3.4 평행주차 실험 결과 

 몇 개의 파라미터(parameter)값만 제외하면 평

행주차는 직각주차와 거의 유사하다. 

Fig.13(a)는 평행주차 상황을 보여주며, 

Fig.13(b)는 인식된 모서리점들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평행 주차 공간을 보여준다. 주 기준 차량은 

fitting error와 ‘L’로 표시되어 있으며, 보조 

기준 차량은 ‘°’으로 표시되어 있다. 

 

 

 

 

 

 

(a) 평행 주차 상황 

1at  (a)Image =n

20at  (c)Image =n

1at  data (b)Range =n

20at  data (d)Rang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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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식된 모서리점 및 목표 주차 공간 

Fig. 13 Scanning Laser를 이용한 평행주차 

3.5 실시간 주차 실험 결과 

실시간으로 주차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PC는 Pentium(R),CPU는 1.86Ghz이다. OS

는 Window XP이며 프로그램은 C로 구현하였다. 

모서리점의 수가 증가할수록 Ellipse fitting의 

QR-Decomposition의 연산량이 증가하며 연산 

시간 또한 이에 비례한다. 대략 1~2초 사이에 

모든 연산이 완료된다. 

 

 

 

 

 

 

(a) 실시간 직각주차 상황 

 

 

 
 
 
 
 

(b) 실시간 직각주차  공간 인식 결과 

 
4. 결 론 

 본 논문은 독창적인 통합형 주변 환경 인식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차량의 좌측후방에 장착된 

Scanning Laser를 이용하여 BSD, RCWS, 주차공간

인식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ISRSS는 단일 

센서와 통합 processing unit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또한 레이다,스

테레오 비젼, 모션 스테레오 비젼과 비교하였을 경

우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높고 강건하다, 

최근에와서는 Scanning Laser의 가격 또한 하락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1)직사 광선에 강건한 Scanning Laser

를 개발하여야하고, 2)크기가 범퍼 안에 장착 될 

정도로 작아져야 하며,3)차량용으로 내구성 요구사

항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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