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2호 2007. 6, 논문(pp.145～154)

145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도로 표면 상태 감지 알고리즘
임 성 한*․류 승 기**․윤 여 환***

Algorithms for Identification of Road Surface Conditions by Image Analysis
Sung-Han Lim*․Seung-Ki Ryu**․Yeo-Hwan Yoon***1)

⧟⣈仜날씨 변화에 따라 도로 표면은 다양한 상태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활
한 교통 소통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를 활용하여 도로의 영상만으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광 하의 아스팔트 도로 이미지를 분석하여, 도로 표면을 마른 땅, 젖은 땅, 빙판, 쌓인 눈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영상 취득 장치를 통해 얻은 영상으로부터 각 픽셀에 대해 수직
편광 성분에 대한 수평 편광 성분의 비율을 계산하여 편광 계수를 얻어 편광 계수가 1.3 이상인 부분은
젖은 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젖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웨이블릿 패킷 변환을
통해 시간-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성분이 DC(direct current)에 집중되어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쌓인 눈 영역을 분류하였다. 또한 촬영된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영상 템플릿을 이용하여 마른
땅과 빙판의 표준적인 주파수 특성을 구하여, 대상 영상이 어느 쪽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마른 땅과 빙판을 구분하였다. 실험을 통해 다양한 영상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비교적 잘
동작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영상만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ⱇ⭧⣿仜웨이블릿 패킷 변환, 편광 계수, 시간-주파수 분석, 도로 표면 상태
ABSTRACT：Road surface condition varies with change of the weather, and proper measures can
be helpful in improving traffic conditions and safety. In this research, we focused on developing a
road surface supervision technique only using images drawn from existing or easily installable
cameras. We introduce an algorithm that classifies road surfaces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dry,
wet, icy, and snowy surfaces by analyzing asphalt-paved road images taken in daylight. By using
images from the device, polarization coefficients, the proportions of horizontally polarized components
to vertically polarized components, are calculated, and regions with over 1.3 polarization coefficients
are classified as wet surfaces. Except for wet surfaces, our algorithm applies time-frequency analysis
to other parts by using the third order wavelet packet transform, and picks out snowy regions by
recognizing their property that most frequency components of snowy parts are concentrated on the
DC(direct current). In addition, by using the averag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dry and icy surfaces
from image templates, we can decide which is closer to a test image, and finally identify dry and
icy surfaces. We confirmed through experiments that the proposed algorithm works well on various
imag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an indication that image-only road surface condition supervision
is prob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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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고찰

날씨 변화에 따라 도로 표면은 여러 상태로 변

편광 특성을 이용한 노면 상태의 인식에 관한

화한다. 도로 표면 상태는 대표적으로 건조한 상

연구로써 Yamada et al.(2003)는 노면의 편광 특

태, 젖은 상태, 눈이 쌓인 상태, 빙판 등으로 구분

성을 이용하여 노면의 상태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

되며, 이러한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안하였다. 물 표면과 같이 반사율이 높은 물질에

취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에 도움이 될

빛이 입사한 경우 빛의 진동 방향에 따라 반사율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젖어 있거나 빙판일 경

이 달라지는데, 이 때 전체적으로 수직 방향 성분

우 서행을 유도하며, 도로에 눈이 쌓였을 경우 제

의 빛이 수평 방향 성분의 빛보다 반사율이 높다.

설 작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입사각이 브루스터(Brewster) 각1)으로 알

그러나 도로 관리자 또는 도로 이용자가 전국

려진 53도 이하가 되면 수평 방향 성분의 반사율

의 모든 도로 표면 상태를 감시하기는 어렵다. 이

은 0에 가까워지게 되어, 편광 필터를 사용하여 노

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 등을 추가적으로

면을 촬영한 경우에 수직 방향 필터를 사용한 사

설치하여 도로 표면 상태를 자동적으로 감지하기

진과 수평 방향 필터를 사용한 사진 사이에 반사

위한 기술이 국외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광의 양이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반면 마른 상태의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기술은 추가적인 센서

도로와 같이 반사율이 크지 않은 물질의 경우에는

설치를 위한 비용이 높고, 센서 하나가 넓은 영역

수직 방향 성분의 빛과 수평 방향 성분의 빛 사이

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효율

에 반사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편광 필

성을 높이기 위해 CCTV 등 기존에 이미 설치되

터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더라도 수직 방향

어 있거나,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를

필터를 사용한 경우와 수평 방향 필터를 사용한

활용하여, 별도의 센서 설치 없이 도로의 영상만

경우의 사진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을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넓은 영역의 도로 표면
상태를 알아내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웨이블릿을 이용한 텍스쳐 인식 관련 연구로써
Arivazhagan et al.(2005)는 3단계의 DWT symle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영상과 웨이블릿

tab 20 filter2)를 이용하여 웨이블릿을 구현하고,

변환을 이용한 도로 표면 상태 감지 알고리즘을

각 이미지의 블록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추

개발하고자 한다.

출하여 분류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균(mean)과

1) 완전 유전체의 표면에 수직 편파의 전파가 입사된 경우에 반사 계수의 절대값이 0이 되는 입사각을 말함.
2) Daubechies에 의해 제안된 웨이블릿 필터 중 하나로서, 일반적인 Daubechies 필터에 비해 좀 더 symmetry한 형태이며, 특성은 Daubechies
필터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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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편차(strandard deviation)를 이용하여 텍스

텍스쳐의 경우 인식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

쳐를 분류하였으며, 이 두 가지 성질을 합쳐 WSF

을 극복하기 위해 Jafari-Khouzani and Soltanian-

(Wavelet Statistical Features)로 명명하였는데

Zadeh(2005)는 임의 변환(random transform)을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이용하여 먼저 이미지의 회전을 보상한 다음 텍스
쳐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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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외에도 이미지를 텍스쳐의 형태에 따라
segmentation5)하는 기술이 연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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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을 이용하여 전체 텍스쳐를 인식하는

(Arivazhaga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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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웨이블릿 변환과 편광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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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이블릿 변환
Lee and Pun(2000)은 각 주파수 영역의 에너
지를 분석하여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주파수 영

웨이블릿은 1983년 Morlet에 의해 소개된 이후

역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효과적인 수학적 도

전체 주파수 영역을 균등 분할하여 모든 주파수가

구로 알려져 왔으며, Daubechies와 Mallat에 의해

동일한 분해 수준(decomposition level)을 가지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많은 학자들

하는 웨이블릿 패킷 변환을 이용하였다. 이 때, 웨

에 의해서 웨이블릿 이론은 확장 발전되었으며 특

이블릿 변환 필터로는 20-tab Daubechies 웨이블

히, 화상 신호 처리에서 Strang and Nguyen(1996)

릿 변환 필터3)를 사용하였다. 특징 추출 단계에서

의 “Wavelet and Filter Banks"라는 저서가 잘 알

는 웨이블릿 패킷 변환으로 분할된 각 주파수 영

려져 있다.

역대의 에너지를 계산한다. 그리고 분류 단계에서

Wavelet은 Wave와 let의 합성어로 let는 작은

는 입력 텍스쳐와 템플릿 텍스쳐에 대하여 에너지

것을 의미하므로 즉, 작은 파동을 뜻한다. 웨이블

가 큰 주파수 영역대 각 m개를 선택하여, 이들로

릿 변환이란 데이터나 함수 또는 연산자를 다른

만 이루어진 특징 벡터를 구한 뒤 Mahalanobis

주파수 요소들로 분할하는 하나의 툴이며, 각 요

distance4)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소들을 그의 스케일에 맞는 해상도와 함께 연구하

텍스쳐에 방향성이 있는 경우 서브 이미지 블

는 것이다. 시간 영역을 포함하는 신호의 웨이블

록 간의 웨이블릿 특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회전된

릿 변환은 시간과 스케일(또는 주파수)이라는 두

3) Daubechies에 의해 제안된 웨이블릿 필터로서, 영상 처리에 최적화된 필터로 알려져 있음. tab수는 필터 계수의 숫자를 말하며, tab 수가 높을
수록 정밀하게 주파수 대역을 구분할 수 있음.
4) 어떠한 sample vector와 data set사이의 거리. Data set의 correlation을 고려하여 거리를 계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Euclidean distance와
차이가 있음.
5) 영상 처리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 어떠한 영상을 여러 개의 구역(region)으로 나누는 모든 과정을 총칭함. 본 연구에서 도로 표면 영상을
마른 땅, 젖은 땅, 빙판, 눈으로 나누는 과정도 segmentation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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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의해 좌우 된다.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 장치를 통해 얻을 수도 있

웨이블릿은 시간-주파수 영역의 국소화를 위한

고,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얻을 수도 있

하나의 툴을 제공한다. 또한 웨이블릿 변환은 푸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촬영이 용이한

리에(Fourier) 변환에 기반을 둔 기존의 신호 처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지 영상을 수집

리 알고리즘에 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근

하였다.

신호 및 영상처리 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편광 필터를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두 장의
서로 다른 편광 영상을 얻어내야 하므로, 삼각대

2. 편광 현상

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고정하여 촬영하였다. 삼각
대의 높이는 1.6m이고, 도로면과 촬영 시선의 각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편광은 편광필터에 의한

도는 30～45도이다. 도로 표면에서 반사되어 촬영

편광이다. 편광필터는 전자기파의 진동 방향 중에

되는 외부 광선이 37도의 브루스터(Brewster) 각

서 한 가지 방향을 막을 수 있는 특수한 물질로 이

에 가깝도록 하여 편광 특성이 명확히 촬영되도록

루어져 있다. 따라서 빛은 편광필터를 투과함에

하기 위함이다. 사용 렌즈는 35mm로서 사람이 눈으

따라 그 에너지의 절반을 잃고 나머지 절반을 내

로 보는 것과 유사한 시야를 가지도록 하였다. 모

놓게 되며, 편광판을 투과한 빛은 한 가지 방향으

든 영상은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여 이용하였다.

로 편광이 되어 있는 빛이다.
비편광은 비금속성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될 때

2. 알고리즘 개발

에 편광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편광이 일어나는
정도는 빛이 표면에 도달하는 각도와 표면을 구성

1) 개발 방향

하고 있는 소재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로 표면 상태 감지 알

편광은 또한 굴절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고리즘은 웨이블릿 변환과 편광 필터의 특성을 동

굴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들 사이의 계면에

시에 적용한다. 영상 취득 장치에서 얻어진 도로

서 빛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인데, 이 경우 재료에

의 수직 편광 영상과 수평 편광 영상은 편광 계수

따라 굴절된 빛은 편광을 띠게 된다. 편광의 방향

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며, 이 편광 계수를 통해 도

을 통해 나누어진 두 개의 빛의 성분은 매질을 통

로의 표면 반사가 큰 영역과 작은 영역을 구분하

과하는 속도가 달라서 서로 다른 굴절각을 나타낸

여 도로의 젖은 표면을 분류하게 된다. 동시에 수

다. 이런 현상을 복굴절이라고 한다.

평 편광 영상은 웨이블릿 패킷 변환기를 통과하여
웨이블릿 계수를 얻는데 쓰이고, 이 계수를 이용

Ⅳ. 도로 표면 상태 감지 알고리즘 개발

하여 도로 표면의 질감을 분류함으로써 눈, 빙판.
마른 표면을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분류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카메라를 통한 영상 취득 과정을 전
제로 하고 있다. 도로 표면 영상은 CCTV 등의 기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분류 결과를 얻게 된다.
2) 편광 계수 계산

수직 편광 영상과 수평 편광 영상으로부터 얻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도로 표면 상태 감지 알고리즘

어지는 편광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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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 영상과 수평 편광 영상에서 차이가 거의 나
타나지 않는다.

¢Ɣ
¡áć
¢Ɔ

(3)

¢Ɣ : 수직 편광 성분, ¢Ɔ : 수평 편광 성분

<그림 2>는 <그림 1>의 두 영상을 이용하여 편
광 계수를 계산하여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것이
다. 1에 가까운 값의 빈도수가 매우 높고, 1.5 이상
의 값이 넓은 영역에 걸쳐 분포하는 특징을 관찰

편광 계수 H는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

할 수 있다. 여기서 1에 가까운 값들은 <그림 1>의

게 되며, 편광 특성이 없는 도로의 마른 표면이나

마른 영역으로부터 계산된 값들이고, 나머지 부분

쌓인 눈에서는 1에 가까운 값이, 도로의 젖은 표면

은 젖은 영역으로부터 계산된 값이다.

에서는 1.5 이상의 값이 나오게 된다.
<그림 1>은 도로의 마른 영역과 젖은 영역이 명



확하게 구분되는 영상의 예이다. 도로의 젖은 부



분은 반사가 심하여 편광 특성이 잘 나타나므로,

마른 영역



Ĺ

수직 편광 영상에서는 밝게 나타나고 수평 편광
영상에서는 어둡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도로의 마른 부분은 편광 특성이 없으므로 수직





젖은 영역

























<그림 2> 편광 계수 히스토그램

3) 반사 영역 분류

특정한 문턱치(threshold) Ĺ 를 정하여 Ĺ 보다
편광 계수가 작은 영역은 반사가 없는 영역, Ĺ 보
<수직 편광 영상>

다 편광 계수가 큰 영역은 반사가 심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도로 표면의 반사가 적은 영역의 편광 계수는
1 부근에 집중되는 반면, 반사가 심한 영역의 편광
계수는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문턱치(threshold) 는
1에 가까운 값으로 결정되어야 올바른 분류가 가
능하다.

<수평 편광 영상>
<그림 1> 수직/수평 편광 영상 예

실제 촬영된 영상을 통한 실험 결과, 도로의 젖
은 영역은 편광 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마른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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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눈, 빙판은 모두 반사가 심하지 않아 1에 가

스팔트의 질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간의 빙판

까운 편광 계수를 나타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부분은 그 중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관찰할

편광 계수를 이용하면 젖은 영역만 구분이 가능하다.

수 있다.

문턱치(threshold) Ĺ 의 변화에 따른 반사 영역
분류 결과 대체적으로 1.2～1.5의 값이 적당했으
며, 본 연구에서는 1.3을 선택하여 이후 과정에 적
용하였다.
4) 웨이블릿 패킷 변환

본 연구에서는 3단계의 웨이블릿 패킷 변환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Daubechies 필터6)를 쓰는
것이 변환 성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

<그림 4> 웨이블릿 패킷 변환 후 영상

에서는 간단한 Haar 웨이블릿 필터7)를 이용해도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계산 효율을 위
해 Haar 필터를 이용하였다.

<그림 4>는 <그림 3>의 영상을 3차 웨이블릿 패
킷 변환한 영상이다. 특성이 명확히 관찰되도록
실제 값을 100배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는 방향성이 없는 질감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
에, 웨이블릿 패킷 변환 결과에서 대각선 방향의
성분만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4>의 영상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눈 영역은 DC 성분이 매우
높고, 그 외의 성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빙판
부분은 눈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주파 성분이
높으며, 도로 부분은 빙판에 비해서 보다 많은 고

<그림 3> 웨이블릿 패킷 변환 전 영상

<그림 3>은 웨이블릿 패킷 변환 전의 영상이다.

주파 성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웨이블릿 계수 사전 분류

눈 부분은 비교적 밋밋하여 대부분의 성분이

<그림 4>의 웨이블릿 패킷 변환을 통해 각 8×8

DC(direct current)8)에 모여 있고, 도로 표면이

블록마다 8차원의 웨이블릿 계수 벡터를 얻을 수

드러난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주파 영역이 많아 아

있다. 즉 영상이 64개로 분할되며, 각각에 대한 웨

6) Daubechies에 의해 제안된 웨이블릿 필터로서, 영상 처리에 최적화된 필터로 알려져 있음.
7) Haar에 의해 제안된 웨이블릿 필터로서, 모든 웨이블릿 필터 중 가장 단순하여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곳에 널리 쓰이며 Daubechies 필터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음.
8) 본래 전기의 직류성분을 뜻하는 용어이지만, 영상처리에서는 이미지 전체의 평균값의 의미로 사용됨. 즉, 영상의 DC 성분이 크다는 뜻은 영상
전체의 평균값이 높고, 따라서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다는 의미가 됨. Haar 웨이블릿 변환에서는 가장 낮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웨이블릿 계수
가 곧 DC 성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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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릿 계수가 도출된다. 이 벡터를 k-means 클
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 4개의 클러스터로 분류
한다. 이 후에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마른 표면,
젖은 표면, 빙판, 쌓인 눈 등으로 대응시킴으로써
각각의 클러스터가 어떠한 도로 표면을 나타내고
있는지 판별하게 된다. 각 블록을 바로 표면 구분
과정에 이용하는 대신 이러한 사전 분류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분류 성능을 얻을 수

마른 표면

있게 된다. <그림 5>는 <그림 3>을 사전 분류 과정
을 통해 표면의 질감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이 영
상의 경우는 표면 질감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여
각 영역을 뚜렷하게 구분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
나 이 결과만으로는 각 클러스터가 마른 표면, 젖
은 표면, 빙판, 쌓인 눈 중 어느 것에 대응하는지
알 수 없다.

빙판

쌓인 눈

<그림 5> 웨이블릿 계수 사전 분류(예)

<그림 6> 도로 표면 템플릿 예

6) 표면 질감 분류

전체 8개 웨이블릿 계수를 표시했고, <그림 7b>는

사전 분류 과정을 통해 분류된 각 클러스터가

고주파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높은

마른 표면, 젖은 표면, 빙판, 쌓인 눈 중 어느 것에

DC 성분을 제거하고 표시하였다. 이 그래프를 통

속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표면의 웨

해 쌓인 눈 영역은 DC 성분이 높고 나머지 성분은

이블릿 계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거의 없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쉽게 구분이 가능함

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각각의 표면 템플릿을 취

을 알 수 있다. 빙판과 마른 표면은 상대적으로 구

득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7>에

분이 어렵기 때문에, 템플릿을 통해 얻은 평균 웨

는 이 템플릿들로부터 얻은 평균적인 웨이블릿 계

이블릿 계수와 실제 클러스터 평균 계수 값의 거

수의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7a>는

리를 계산하여, 빙판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빙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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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 표면 상태 분류 방법 정립

편광 특성이나 주파수 특성(웨이블릿 변환) 하
나만을 이용하여 도로 표면의 특성을 구분해내기



는 어렵다. 따라서 편광 특성과 주파수 특성(웨이


블릿 변환)을 동시에 고려하여 마른 표면, 젖은 표


면, 쌓인 눈, 빙판의 4가지로 도로 표면을 구분하


게 된다. 젖은 도로/마른 도로 구분은 편광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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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마른 상태/쌓인 눈 상태/빙판 상태의
구분은 웨이블릿 특성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그림 7a> 웨이블릿 계수(DC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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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b> 웨이블릿 계수(DC 제외)

<표 1> 도로 표면 상태 분류 방법
도로
표면
젖은
상태
마른
상태
쌓인 눈
상태
빙판
상태

편광 특성

웨이블릿 특성

편광 계수 > 1.3
편광 계수 ≤ 1.3

상대적으로 고주파
성분이 높음

편광 계수 ≤ 1.3

DC 성분이 매우 큼

편광 계수 ≤ 1.3

상대적으로 주파수
성분이 고르게 분포

8) 실험 결과

편광 특성과 주파수 특성(웨이블릿 변환)을 동
시에 고려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
이 대체적으로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눈,
빙판, 도로면이 섞여 있는 복잡한 영상에 대해서
도 대부분 정확한 분류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카메라 영상만으로 도로 표면의 상태를 정확히 파
<그림 8> 표면 질감 분류 결과의 예

악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

로, 마른 표면과 가까우면 마른 표면으로 구분하

의 장비를 통해 도로 표면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

도록 하였다. <그림 8>은 <그림 5>의 사전 분류 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제안된 알고리즘을 기

과에서 각 클러스터를 실제 눈, 표면, 빙판 영역으

반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자동 도로 통제 시

로 구분하여 흰색, 파랑색, 붉은색으로 표시한 결

스템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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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 결과(젖은/마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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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험 결과(쌓인 눈/빙판 상태)

또한 촬영된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영상 템플릿을
이용하여 마른 땅과 빙판의 표준적인 주파수 특성

본 연구는 카메라 영상과 웨이블릿 변환을 이

을 구하여, 대상 영상이 어느 쪽에 가까운 특성을

용한 도로 표면 상태 감지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

보이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마른 땅과 빙판

다루고 있다.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손쉽

을 구분해내도록 하였다.

게 추가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를 활용하여 도로

실험을 통해 다양한 영상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의 영상만으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의

이 비교적 잘 동작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영상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만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

주광 하의 아스팔트 도로 이미지를 분석하여,

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로 표면을 마른 땅, 젖은 땅, 빙판, 쌓인 눈의 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는 도로

가지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영상 취

상의 차선 처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확한

득 장치를 통해 얻은 영상으로부터 각 픽셀에 대

빙판의 구분 문제이다. 일부 실험 결과에서는 차

해 수직 편광 성분에 대한 수평 편광 성분의 비율

선 부위를 쌓인 눈, 젖은 땅, 또는 마른 땅 영역으

을 계산하여 편광 계수를 얻어 편광 계수가 1.3 이

로 잘못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선의 경우

상인 부분은 젖은 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젖

상황에 따라 쌓인 눈, 젖은 땅, 마른 땅 등과 거의

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웨이

유사한 편광 및 주파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제

블릿 패킷 변환을 통해 시간-주파수 분석을 수행

안된 알고리즘만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

하였으며, 대부분의 성분이 DC에 집중되어 있다

렵다. 또 다른 실험 결과에서는 빙판을 과다하게

는 성질을 이용하여 쌓인 눈 영역을 분류하였다.

감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어두운 색을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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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도로 표면이나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있

한 도로 표면에 대해 동작하는 알고리즘 개발

을 경우 편광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

5) 야간 조명 하에서 도로 표면을 감지하는 알

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선의 위치
를 사전에 입력하여 차선 부위를 제외하고, 순수

고리즘 개발
6) 웨이블릿 이외에 가버 필터 등 다른 주파수 분
석 방법을 활용하는 도로 감지 알고리즘 개발

도로 표면만을 대상으로 하여 감지를 수행하는 방
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직선 성분을 검출하여
차선 성분을 별도 검출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
할 수 있다. 빙판을 과다하게 감지하는 경우는 보
다 정밀한 주파수 분석으로 정확한 분류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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