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B60R 21/00 (2006.01)

     B60R 1/00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32899

2007년03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6-0022598

(22) 출원일자 2006년03월10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30) 우선권주장 JP-P-2005-00271436 2005년09월20일 일본(JP)

(71) 출원인 스즈키 아키라

일본국 사이타마켄 가와구치시 혼초 4초메 3반 6-606고

박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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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가나가와켄 사가미하라시 분쿄 1초메 1반 17고

(74) 대리인 강일우

홍기천

이상혁

전체 청구항 수 : 총 11 항

(54)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57) 요약

충격이 작거나 또는 큰 사고, 사고에 이르는 일 없이 위험에 처해진 상황 및 통상의 운전상황도 포함한 화상데이터를 연속

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를 제공한다.

탑재한 CCD카메라(1f, 1r)에 의해 연속적으로 자동차 주변을 화상촬영하여, 운전상황의 이상을 검지하는 검지신호에 응

답하고, 그 전후의 화상데이터를 운전상황에 관련한 부가정보와 함께 기록 메모리에 운전기록 데이터로서 기록하기 위해

서, 이상검지센서로서 자동차 주변의 자기를 검지하는 자기센서(2f, 2r)와, 그 검지신호레벨이 소정의 변화율 이상으로 변

화하는 것을 검출하여 차량이 이상 접근했다고 판단하는 차량접근 판단수단(26)과, 이상접근의 판단에 응답하여 기록메모

리(15)에 기록하는 화상데이터의 프레임 레이트를 통상의 저프레임 레이트로부터 상대적으로 고속의 고프레임 레이트로

소정시간 전환하는 프레임 레이트 전환수단(23)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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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탑재한 감시 카메라에 의해 연속적으로 자동차 주변을 화상촬영하여, 운전상황의 이상을 검지하는 이상검지센서의 검지신

호에 응답하고, 그 전후의 화상데이터를 운전상황에 관련한 부가정보와 함께 기록메모리에 운전기록 데이터로서 기록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에 있어서,

이상검지센서로서 자동차 주변의 자기를 검지하는 자기센서와, 그 검지신호레벨이 소정의 변화율 이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검출하여 차량이 이상접근했다고 판단하는 차량접근 판단수단과, 상기 이상접근의 판단에 응답하여 기록메모리에 기록하

는 화상데이터의 프레임 레이트를 통상의 저프레임 레이트로부터 상대적으로 고속의 고프레임 레이트로 소정시간 전환하

는 프레임 레이트 전환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차량접근 판단수단이, 자기센서의 검지신호레벨을 소정시간에 걸쳐서 이동평균한 이동평균레벨에 대한

변화를 검출하여 이상판단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자기센서가, 지자기레벨의 강도의 자기를 검지할 수 있는 감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상검지센서로서 자기센서에 더하여, 자동차 주변의 인체를 검지하는 인체

센서를 구비하고, 그 검지신호에 응답하여 프레임 레이트 전환수단이 프레임 레이트를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정차시점으로부터 소정시간 경과한 후에 재발진하는 동안, 인체센서의 검지신호의 송출을 중단시키는

중단제어수단이 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부가정보가, 클럭으로부터 출력되는 일시(Date/time)정보와, 이상검지센서

가 검지한 센서정보와, 운전자에 의한 운전조작상태를 검지하는 적어도 차속센서를 포함하는 운전조작 검지센서가 검지한

센서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부가정보가, GPS 수신장치에 의한 자차(自車)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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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부가정보가, 차 실내의 운전환경조건을 검지하는 적어도 온도센서를 포함하

는 운전환경 검지센서의 센서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기록메모리가, 클리어 제어 가능하고, 또한 클리어 되기까지의 동안의 저프

레임 레이트 및 고프레임 레이트의 전체 운전기록 데이터를 격납할 수 있는 기억용량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기록메모리에 격납되는 운전기록 데이터에, 개찬방지처리가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기록메모리가, 적어도 12시간의 연속 운전에 대해서 저프레임 레이트 및 고

프레임 레이트의 전체 운전기록 데이터를 격납할 수 있는 기억용량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탑재한 감시카메라(Monitoring Camera)에 의해 연속적으로 자동차 주변을 화상촬영하여, 운전상황의 이상을

검지하는 이상검지센서(Abnormal State Detection Sensor)의 검지신호에 응답해서, 그 전후의 화상데이터를 운전상황에

관련한 부가정보와 함께 기록메모리에 운전기록 데이터로서 기록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Automobile Drive

Recorder)에 관한 것이다.

특허문헌 1에 의하면 CCD카메라에 의한 화상정보와 차속센서(Speed Sensor), 가속도센서 등의 각 센서정보를 랜덤 액서

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에 순서대로 갱신하면서 기록하여, 자차(自車)가 받는 충격센서의 작동에 의해 메모

리의 기록정보를 플래시 메모리에 전송하여, 엔코더(Encoder)를 통하여 출력단자로부터 꺼내 재생 가능하게 하는 차량용

드라이브 레코더가 개시되어, 사고직전의 화상 및 센서정보를 기록하여 사고발생 상황을 파악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허문

헌 2에 의하면, 자동차의 주행시작 전의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초기상태 기록수단과, 그 주행상황을 갱신하면서 기록하는

주행상황 기록수단과, 충격센서에 의해 사고의 발생을 검출하는 사고검출수단과, 자동차의 사고상황을 기록하는 사고상황

기록수단을 구비한 상황기록장치가 개시되어 있으며, 자동차 자체의 이상의 유무, GPS 정보, 마이크에 의한 집음(集音)정

보도 기록하여 사고의 발생원인을 파악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허문헌 3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 중에, 차 밖 및 차내의 영

상을 촬영하여, 마이크로 차내의 음성을 집음(集音)하여, 이러한 영상 및 음성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록서버에 전송하는

사고상황 기록시스템이 개시되어 있고, 충격센서에 의해 사고가 검지되면, 운전상황의 여하에 관계없이 기록을 계속시키

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허문헌 4에 의하면, 차량이 받는 충격을 검지하는 일 없이, 초음파센서에 의해 장해물의 접근을 검지하여, 화면에

차량 주변의 화상을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해물 감시장치가 개시되어 있고, 특허문헌 5에 의하면, 목표(Target)로부터의

주파수 변조된 전파신호를 송출하여, 반사신호에 의해 목표까지의 거리 혹은 상대속도를 검지하는 차량용 레이더장치가

주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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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 1] 일본 특허공개 2000-6854호 공보

[특허문헌 2] 일본 특허공개 2003-203285호 공보

[특허문헌 3] 일본 특허공개 2005-57661호 공보

[특허문헌 4] 일본 특허공개 2001-63500호 공보

[특허문헌 5] 일본 특허공개 평성 11-183613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특허문헌 1 내지 특허문헌 3에 의한 종래의 사고상황의 화상기록은, 실제의 충격을 검지하여 사고라 판단하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또는 사람과의 접촉사고, 혹은 가벼운 충격사고의 기록을 확실히

남기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사고상황의 기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사고에 이르지 않아도 위험에 직면한 상태

의 파악은 불가능하고, 덧붙여 운전자의 운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상의 운전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충격센서에 의하지 않고, 특허문헌 4 등에 의해 주지의 초음파센서로 사고를 예지하여 화상데이터를 기록하려면, 우

천시 초음파의 감쇠 혹은 자차(自車)가 발생하는 잡음에 기인하여 검지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또 거리 검지의 처리시간에

의해 가까운 위치의 검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허문헌 5에 의한 전파 레이더에서는, 마찬가지로 가까운 위치의 검지는

어렵고, 또 회로구성이 복잡하게 된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점에 감안하여, 충격이 작거나 또는 큰 사고, 사고에 이르는 일 없이 위험에 처해진 상황 및 통상의 운전

상황도 포함한 화상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차량구조가 자성재 (Magnetic Material)를 구비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청구항

1에 따라, 탑재한 감시카메라에 의해 연속적으로 자동차 주변을 화상촬영하고, 운전상황의 이상을 검지하는 이상검지센서

의 검지신호에 응답하여, 그 전후의 화상데이터를 운전상황에 관련한 부가정보와 함께 기록메모리에 운전기록 데이터로서

기록하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에 있어서, 이상검지센서로서 자동차 주변의 자기를 검지하는 자기센서와, 그 검지신

호레벨이 소정의 변화율 이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검출하여 차량이 이상 접근했다고 판단하는 차량접근 판단수단

(Approaching Vehicle Detection Means)과, 이상접근의 판단에 응답하여 기록메모리에 기록하는 화상데이터의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를 통상의 저프레임 레이트로부터 상대적으로 고속의 고프레임 레이트로 소정시간 전환하는 프레임

레이트 전환수단(Frame Rate Switching Means)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통상의 상태에서는 감시 카메라에 의해 자동차 주변을 저속도의 프레임 레이트로 화상촬영하여 기록함과 동시에, 자기를

띠고 있는 차량 등을 검지하는 자기센서의 검지신호레벨이, 그 접근에 의해 소정의 변화율 이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차량접

근 판단수단이 검출하면, 프레임 레이트 전환수단은 프레임 레이트를 통상보다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화상데이터를 기록

시킨다.

통상의 주행상태로 차량의 접근을 간단한 구성에 의해 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2에 따라, 차량접근 판단수단이, 자기센

서의 검지신호레벨을 소정 시간에 걸쳐 이동평균한 이동평균레벨(Moving-average Level)에 대한 변화를 검출하여 이상

판단을 실시한다. 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경량의 차량의 접근도 검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

구항 3에 따라, 자기센서가, 지자기(地磁氣) 레벨의 강도의 자기를 검지할 수 있는 감도를 가진다.

인체의 접근도 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4에 따라, 이상검지센서로서 자기센서에 더하여, 자동차 주변의 인체를 검지하

는 인체센서(Human Body Sensor)를 구비하고, 그 검지신호에 응답하여 프레임 레이트 전환수단이 프레임 레이트를 전

환한다. 그때, 정차상태로 주변을 통과하는 인체를 이상접근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항 5에 따라, 정차 시점

으로부터 소정 시간 경과한 후에 재발진하는 동안, 인체센서의 검지신호의 송출을 중단시키는 중단제어수단 (Signal

Interruption Means)이 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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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데이터와 더불어 그 운전상황의 판단재료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6에 따라, 부가정보가, 클럭(Clock)으로부터

출력되는 일시(日時)정보와 이상검지센서가 검지한 센서정보와 운전자에 의한 운전조작상태를 검지하는 적어도 차속센서

를 포함하는 운전조작 검지센서가 검지한 센서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판단재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7 혹은 8에

의해, 부가정보가, GPS 수신장치에 의한 자차(自車)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거나 또는 부가정보가, 차실내의 운전환경조건을

검지하는 적어도 온도센서를 포함하는 운전환경 검지센서(Driving Environment Detection Sensor)의 센서정보를 포함

한다.

소정의 기억용량의 기록메모리로 소정기간의 모든 운전상황을 파악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9에 따라, 기록메모

리가, 클리어(Clear) 제어 가능하고, 또한 클리어 되기까지의 사이의 저프레임 레이트 및 고프레임 레이트의 전체 운전기

록 데이터를 격납(Store)할 수 있는 기억용량을 가진다. 그때, 기록데이터의 개찬(改竄: Tamper)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10에 의해, 기록메모리에 격납되는 운전기록 데이터에, 개찬방지(Tamper Protection)처리가 실시된다. 운전상태

의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11에 따라, 기록메모리가, 적어도 12시간의 연속운전에 대

해서 저프레임 레이트 및 고프레임 레이트의 전체 운전기록 데이터를 격납할 수 있는 기억용량을 가진다.

[발명의 실시형태]

도 1 내지 도 4를 기본으로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의한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를 설명한다. 이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

더는,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자동차(19)에 탑재된 레코더용 컴퓨터(20)에 기록메모리(15)와, 자동차(19)의 앞부분

및 뒷부분에 각각 부착된 감시카메라로서의 CCD카메라(1f, 1r), 이상검지센서로서 똑같이 전후에 설치된 자기센서(2f,

2r), 전후에 설치된 인체센서(3f, 3r), 가속도센서(4) 및 전후에 설치된 마이크인 소리센서(5f, 5r)와, 운전조작 검지센서로

서의 차속 미터용으로 겸용되는 차속센서(6) 및 브레이크의 밟아 들어가는 양을 검지하는 브레이크센서(7)와, 운전환경 검

지센서로서의 차 실내의 온도를 검지하는 온도센서(8) 및 공조장치의 일사(日射)센서를 겸용하는 일사량센서 (Solar

Radiation Sensor, 9)와, 일시신호(Date/time Signal)를 출력하는 클럭(10)과, 자차(自車)위치를 검지하는 내비게이션

GPS 수신장치(11) 등이 부속되어 있다.

레코더용 컴퓨터(20)는 도 1에 나타내는 다음의 각 수단을 구성하는 바와 같이, 내장된 프로그램용 메모리에 격납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에 의해 CPU 등을 작동시킨다. 즉, CCD카메라(1f, 1r)가 촬영한 화상데이터의 화소수를 수십분의 1 정도

로 압축하는 화상압축수단(21)과, 그 화상데이터를 거두어들이고 부가정보와 합성하여 소정 포맷의 기록데이터를 작성하

는 기록데이터 작성수단(22)과, 그 화상데이터를 캡쳐하는(Captured) 통상의 프레임 레이트(예를 들면, 0.5프레임/초)를

이상판단 시에 응답하여 고속(예를 들면, 10프레임/초)으로 소정시간(예를 들면, 10초간)에 걸쳐 전환하는 프레임 레이트

전환수단(23)과, 기록데이터에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를 채워 넣는(Embeded) 개찬방지 처리수단

(Tamper Protection Means, 24)과, 상술한 각 센서, 일시정보 및 GPS 신호인 위도·경도정보를 액세스하여 1군의 부가정

보를 작성하는 부가정보 액세스 수단(25)과, 자기센서(2f, 2r)의 검지신호레벨이 소정의 변화율 이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검출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이 이상접근했다고 판단하는 차량접근 판단수단(26)과, 정차시의 차속 제로

시점으로부터 몇 초 경과 후 및 재발진에 의해 차속 제로가 해제되는 동안은, 인체센서(3f, 3r)의 검지신호의 프레임 레이

트 전환수단(23)으로 송출을 중단시키는 중단제어수단(27)과, 가속도센서(4)의 검지신호를 입력으로서 그 양과 음의 검지

신호레벨이 소정 레벨을 넘으면 자차(自車)가 비정상으로 가속 혹은 감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가감속도 판단수단(28)과, 소

리센서(5f, 5r)의 검지신호를 입력으로서 그 검지신호레벨이 소정 레벨을 넘으면 이상음을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이상음

판단수단(Abnormal Sound Detection Means, 29)과, 기록메모리(15)의 전송지령에 응답하여 그 기록데이터를 읽어내어

관리센터의 서버메모리에 전송함과 동시에, 클리어 지령에 응답하고 다음의 격납을 위해서 그 내용을 클리어 제어하는 전

송·클리어 제어수단(15a)으로서 기능을 한다.

자기센서(2f, 2r)는, 적어도 지자기레벨의 강도의 자기를 검지할 수 있는 감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

자기는, 위도가 커지면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열도 이외에 있어서도 그 자속밀도는 50μT(Tesla) 혹은 50,000nT

전후이다. 이 지자기는, 특히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주변환경에 따라 최대로 10μT 정도 변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차상태

에서는 대부분 변동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감도를 갖는 자기센서로서는, 반도체 홀소자(Hall Device) 또는 아몰퍼스 자기

임피던스 소자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향성도 넓고, 또한 최근에는 더 큰 폭으로 고감도가 된 GMR 소자도 개발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에는, 모터, 센서 등의 자석을 이용한 다수의 전장품(電裝品)이 탑재되고, 엔진에도 자석을 이용한 부품이 부

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의 주변의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는, 지자기보다 큰 100∼300μT의 자기가 검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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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자성재는 통상 약간 자기를 띠고 있고, 자동차에 비하여 구조가 경량·소형의 자전거라도 적어도

차바퀴 부분은 자성재이므로, 더 접근한 5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통상의 지자기 하에서 적어도 10μT 정도 자기가 변

동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시험예로서 아사히가세이전자(주) 제품의 모델명 HW-300B 브릿지 회로(Bridge Circuit)로 구성된 반도체 홀소자에 의한

자기센서의 출력신호를 300배로 증폭하면, 지자기 혹은 자차(自車)의 주변자기를 검지하여 약 450mV의 증폭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 상태로, 복수 종류의 자전거의 차바퀴 부분을 50cm 위치에 접근시키면, 증폭출력이 극성에 따라 적어도

60mV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자속밀도의 변화에는, 그 자성재 부분에 지자기가 집중되는 영향도 포

함하여 검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자전거의 자세가 변화하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어긋나더라도 동일한 정

도의 거리범위에서 대폭적인 변동은 생기지 않는다. 한편, 자동차에 대해서는 50cm 위치에서, 그 10배 이상의 증폭출력의

변동이 생겨 대형 트럭의 경우 더 커진다.

차량접근 판단수단(26)은 상술한 바와 같이, 지자기 레벨의 강도의 자기를 검지할 수 있는 감도를 갖는 자기센서(2f, 2r)가

적당히 증폭된 검지전압신호를 주기 1ms로 샘플링하고 디지탈화하여, 순서대로 그 검지전압레벨을 소정 시간, 예를 들면

5초간에 걸쳐 이동평균하여, 이 이동평균치에 대해 0.5초(시속 20km에서 약 1.5m) 이내에, 예컨대 20μT에 상당하는 검

지신호레벨의 변화가 검지되면, 이상접근이라고 판단한다. 이 20μT는, 지자기의 자속밀도가 50μT 전후이고, 또한 주변환

경에 의해 변동할 가능성에 감안하여, 자전거의 접근을 고신뢰도로 검지할 수 있도록, 통상 상정되는 지자기의 최대 변동

폭보다 다소 크게 설정한 것이다. 즉, 순서대로 갱신되는 5 × 103 샘플링 주기분의 이동 평균치에 대해서 그 최초의 샘플

링 주기부터 5 × 102 샘플링 주기 이내에 샤프한 잡음의 검지를 배제하도록 적어도 10샘플링 주기에 대해 20μT에 상당하

는 검지신호의 레벨변화가 검출되면, 이상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에 의해, 교차점에서 정지하는 경우, 전방의 승용차에 대해서 통상 몇 미터의 차간거리를 두고, 또한 대략 정차상태로

서서히 접근하기 위해서, 연동하여 이동 평균치도 서서히 변화하는 것에 의해, 이상 접근의 판단은 실시되지 않는다. 후방

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어느 정도의 속도차이로 전방 또는 후방으로부터 접근하는 경우, 몇 미터 떨어

진 위치에서도 자동차는 검지되어, 자화량(Magnetization)이 적은 오토바이, 자전거 등도 50cm 정도 이내의 접근 위치에

서 검지된다. 차량접근 판단수단(26)의 이상접근의 판단의 기준치는, 판단결과의 신뢰도 및 감도를 감안하여 적당히 설정

가능하다. 따라서, 자전거 등도 한층 민감하게 검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자기의 1/10 정도인 5μT에 상당하는 검지신

호의 레벨변화가 검출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주변환경에 의한 지자기의 변동의 영향을 한층 확실히 방지

하기 위해서, 자전거의 접근감도의 저하를 감수하여, 50μT 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인체센서(3f, 3r)는, 인체의 침입에 의한 적외선의 입사에 의해 결정(Crystal)에 온도변화가 생겼을 때에 표면 전하

(Surface Charge)가 변화하는 초전효과(Pyroelectoric Effect)를 이용한 주택용 등에 넓게 이용되고 있는 넓은 지향성

(Directivity)의 센서로서, 그 내장회로(Internal Circuit)에 의해 예를 들면, 1.5m 범위의 인체를 검지하도록 감도가 설정

되고 있다. 이 인체센서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정지신호 시에 횡단하는 보행자의 검지를 회피시키는 중단제어수단(27)이

부속되고, 그 중단제어는 몇 초의 지연시동을 수반함으로써, 정차 후의 소정 시간 내의 인체검지는 허용된다.

가속도센서(4) 자체 및 소리센서(5f, 5r) 자체는, 이 종류의 레코더용으로서 이미 이용되고 있고, 부가정보용으로서 뿐만

이 아니라, 보조용 이상검지센서로서 기능시키도록, 가감속도 판단수단(28)은, 충돌에 의한 급감속 또는 추돌되었을 경우

의 급가속 혹은 급브레이크 시의 소정레벨을 넘는 비정상인 정부(正負)의 검지신호를 운전상태의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또

한 이상음 판단수단(29)은 소리센서(5f, 5r)의 검지신호 입력으로서 충돌음 혹은 큰 소리, 급정차시의 이상음 등의 비정상

인 운전상황을 상정시키는 소리레벨을 넘으면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부가정보 액세스수단(Additional Information Access Means, 25)은, CCD카메라(1f, 1r)의 화상촬영에 동기하여, 자기센

서(2f, 2r), 인체센서(3f, 3r), 가속도센서(4), 소리센서(5f, 5r), 차속센서(6), 브레이크센서(7)와, 온도센서(8) 및 일사량

센서(9)의 검지신호를 액세스하여, 각각의 검지신호레벨에 따른 단위가 첨부된 센서정보를 작성함과 동시에, 클럭(10)이

출력하는 일시신호 및 GPS 수신장치(11)로 수신한 위도·경도정보를 얻어, 운전상황의 판단재료가 되는 부가정보를 작성

한다.

기록데이터 작성수단(22)은, 프레임 레이트 전환수단(23)으로 제어된 고저(高低)의 프레임 레이트로 화상데이터를 내장의

격납부(Internal Storage Unit, 22a)에 캡쳐(Capture)하여, 그 시점의 부가정보를 부가정보 액세스수단(25)으로부터 얻

고, 도 3에 나타내는 포맷의 기록데이터를 순서대로 갱신하면서 격납부(22a)에 작성하고, 그 기록데이터의 1프레임마다

개찬방지 처리수단(24)으로 디지털 워터마크를 채워 넣고 기록메모리(15)에 격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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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메모리(15)는, 예를 들면 연속 12시간의 기록데이터를 격납할 수 있도록, 기억용량이 1GB 정도의 메모리이다. 압축되

어 디지털 워터마크가 채워 넣어진 부가정보가 첨부된 1프레임의 화상데이터를 40KB 및 저프레임 레이트를 0.5프레임/

초로 하면, 12시간에 864MB를 사용하게 된다. 고프레임 레이트를 10프레임/초로서 10초간에 걸쳐 화상촬영한다고 해도,

20회의 이상판단에 대해서 80MB를 사용하게 되어, 따라서 1GB이내에 들어간다. 이 정도의 소형의 메모리장치는 여러 가

지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 전환수단(23)을, 예정된 운전시간 및 이상판단의 실제 발생빈도에 따라서 소

정의 기억용량에 들어가도록 혹은 이 기억용량을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프레임 레이트를 최적화 제어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의 동작을 도 4의 플로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자동차의 주행상태로 CCD

카메라(1f, 1r)는 전방 및 후방을 화상촬영한다. 그 화상데이터는 화상압축되어 부가정보와 합성되고, 또한 디지털 워터마

크가 채워 넣어져 기록메모리(15)에 순서대로 기록되어 운전중의 모든 기록 데이터가 격납된다.

그때, 자기센서(2f, 2r)는, 주변자기(Ambient Magnetic Field)로 바이어스되는(Biased) 동시에, 가까운 위치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자기를 검지하여, 그 검지신호레벨의 변화가 소정의 변화율을 수반하여 소정레벨을 상회하면, 차량

이 이상 접근했다고 판단되고, 화상데이터가 소정시간 고프레임 레이트로 기록된다. 이것에 의해, 가벼운 충돌을 포함한

실제의 충돌, 접촉 혹은 가까운 위치에서 접촉을 면한 위험한 상태가, 기록데이터로서 남겨진다. 마찬가지로, 인체센서(3f,

3r)가 인체의 충돌 혹은 접촉사고 혹은 충돌을 면한 이상접근도 고프레임 레이트로 소정시간 기록된다. 횡단보도 등에서의

정차시에는 인체의 검지는 실시되지 않고, 쓸데 없는 고속기록이 회피된다.

주변자기는, 예를 들면 전차, 대형 변압기 등의 특수한 시설 또는 기기의 주위에서는 지자기를 대폭으로 상회하여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예외적으로 과대한 자장환경을 주행함으로써, 자기센서(2f, 2r)의 검지신호레벨이 포화되어 자성

재를 구비한 장해물의 접근이 검지되지 않고, 혹은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주변물, 예를 들면 도로와 인체 혹은 의복 표면이

동일온도가 됨으로써, 인체센서(3f, 3r)가 인체의 접근을 검지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급가감 속도 혹은 이상음이 검지되면,

그 검지신호에 근거한 이상판단에 의해, 고프레임 레이트에서의 기록을 한다

기록메모리(15)의 운전기록 데이터는, 하루의 운전을 종료한 다음에 관리센터의 서버메모리에 전송되고 비워져서, 화면상

에 재생됨으로써, 그날의 운전상황이 점검된다. 그때, 압축되고 있는 화면데이터를 신장할 수도 있고, 디지털 워터마크의

복호(Decode)에 의해 개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사고 등의 이상상태의 점검에 있어서, 부가정보로서 차속, 브레이크

의 밟아 들어가는 양 혹은 4종의 이상검지용의 센서정보를 기본으로 상황판단이 실시된다. 그 외, 통상의 운전상태, 그리

고 화상데이터보다 주행경로가 흐트러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차속, 브레이크 밟아 들어가는 양, 가속도 등의 부가

정보를 기본으로 곁눈질 혹은 졸음운전이 파악된다. 또한, 가속도센서가 급정지를 검지하고 있는 경우, 화상데이터로부터

그 상황이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운전이 흐트러진 상태로, 차실내의 온도, 일사 등의 운전환경을 감안할 수도 있다.

한편, 상술한 실시형태를 대신하여, 감시카메라, 자기센서, 인체센서 등을 더 자동차의 양측부에 배열하여 자동차의 주변

전역을 감시하도록도 구성할 수 있다. 장해물의 접근속도가 검지하는 도플러(Doppler) 센서를 집어넣어 그 센서정보를 기

록해 두면, 화상데이터로부터 장해물에 대한 접근속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접근속도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운

전환경 검지센서로서 차실내의 습도를 검지하는 습도센서를, 또한 운전조작 검지센서로서 핸들의 조타센서(Steering

Wheel Sensor)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소리센서인 마이크는, 그 검지레벨 뿐만 아니라, 판단정보를 늘리기 위해서 음성

자체를 기록할 수도 있다. 운전기록 데이터의 개찬방지 처리수단으로서는, 운전기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디지털 워터

마크를 채워 넣은 운전기록 데이터를 더 암호화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청구항 1의 발명에 의하면, 통상상태에서의 운전상황이, 기록메모리의 기억용량을 절약한 저프레임 레이트의 화상데이터

를 기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자기를 띤 차량 등의 장해물이 위험한 가까운 위치에 접근해 오면, 기록데이터의 프레

임 레이트가 고속으로 전환되어, 그 직후의 소정시간의 운전상황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충격을 받는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접촉 등에 의한 충격이 작은 사고상황도 기록 가능하게 된다. 자기센서의 채용에 의해, 자차(自車)가 발생

하는 잡음의 영향을 받는 일 없이, 가까운 위치이더라도, 그 검지신호의 단순한 회로처리에서 용이하게 이상접근을 검지

가능하게 된다. 청구항 2의 발명에 의하면, 상대속도를 달리하여 이상접근하는 차량 등만의 검지가 간단한 회로구성으로

가능하게 된다. 청구항 3의 발명에 의하면, 지자기 레벨, 즉 그 변동도 검지할 수 있는 감도의 자기센서에 의해, 자기(磁氣)

자동차에 비교하여 자성재 부분이 적고, 또한 자기(磁氣)가 약한 오토바이, 더 경량의 자전거의 위험한 접근상황도 확실히

검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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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의 발명에 의하면, 자기센서로는 검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위험에 처한 상황, 가벼운 접촉을 포함한 사고 상

황도 확실히 기록되고, 청구항 5의 발명에 의하면, 횡단보도에서의 정차시에 불필요하게 인체를 검지하는 것이 회피되어,

쓸데없는 메모리의 사용이 회피되어, 운전상황의 점검도 용이하게 된다.

청구항 6 내지 청구항 8에 의하면, 일시정보, 이상검지센서 및 운전조작 검지센서의 정보, 혹은 자차(自車)의 위치정보, 혹

은 운전환경 검지센서의 정보 등의 여러 가지의 부가정보를 감안하여, 사고의 상황, 위험에 처한 상황, 장해물과 관계없는

운전자에게 기인하는 비정상인 운전상황 등이 화상데이터를 기본으로 정확하게 판단 가능해진다.

청구항 9의 발명에 의하면, 기록메모리의 클리어 처리에 의해, 그 사이의 모든 운전상황이 기억용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여 기록 가능하게 된다. 청구항 10의 발명에 의하면, 운전기록 데이터의 개찬이 방지되고, 청구항 11의 발명에 의하면, 택

시, 운송회사 등에 대해 운전자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근무 주기단위의 운전상황의 점검 혹은 감독이 가능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의한 자동차용 드라이브 레코더의 회로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상기 레코더의 레코더용 컴퓨터에 부속되는 부품 그룹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상기 레코더의 1프레임 분의 화상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는 상기 레코더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f, 1r : CCD카메라 2f, 2r : 자기센서

3f, 3r : 인체센서 4 : 가속도센서

5f, 5r : 소리센서 6 : 차속센서

7 : 브레이크센서 8 : 온도센서

9 : 일사량센서 10 : 클럭

11 : GPS 수신장치 15 : 기록메모리

19 : 자동차 20 : 레코더용 컴퓨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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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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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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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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