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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자동차 수의 폭증으로 인하여 사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도로 사정, 확충이나 교통 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교통 정책 수립 및 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 기반의 자동화된 교통량 측정 기술을 제안한다. 사거리나 도로에 설치된 CCTV로부터 실시간으로 영상을 입력

받고 입력된 영상에서 다양한 칼라, 기하학적 특징 등을 추출하여 차량의 이동 방향을 활용하여 차량의 종류가 소형(개

인용), 대형(산업용)으로 구별하는 분석 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실제 일정 시간 동안 통행한 자료

를 제공하도록 개발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도로의 활용성과 확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며, 본 논문에서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차량의 통행량을 인식 실험한 결과 약 90.1%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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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nd predict a traffic policy for expanding social infra structure like

road, because the number of cars is significantly increas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develop an automated

system technology based on vision sensor (CCTV) which can provide an efficient information for the traffic policy

establishment and expanding the social infra structure. First, the CCTV image is captured as an input of the

developed system. With this image, we propose a scheme for extracting vehicles on the road and classifying

small-type, large-type vehicles based on color, motion, and geometric features. Also, we develop a DB (database)

system for supplying a whole information of traffic for a specified period. Based on the proposed system, we verify

90.1% of recognition ratio in real-time traffic moniter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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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물류 운송과 승객 수송의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동차에 의한 운송이

다. 이러한 이유로 엄청난 양의 자동차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된 자동차량은 부족한 도로 인프라 등의

문제로 복잡한 트래픽 문제 (차량 통행량 증가에 의

한 지체 현상)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이러한

교통량의 증가와 도로 상황에 따른 지체 현상은 오늘

날 운송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산업 물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순한 전자 장치에 의한 신호 제어 및 수신호에 의

한 흐름 제어를 뛰어 넘는 새로운 IT 기술의 접목을

시도해 오고 있다. 단순한 신호체계 제어를 벗어나 능

동적으로 교통 흐름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고 운전자

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며, 극초단파 센서, 도로에 설치된 비디

오 카메라, 이지패스 리더기 등의 다양한 센서기술을

사용하여 최적의 교통 흐름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2]-[9].

Bao et al.은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

m)을 이용하여 실제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도로에서

의 교통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이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의 GPS 등의 정보

와 위치 정보를 가공하여 주어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량을 관측하였다. 차량 간 통신( inter-vehicle c

ommunication)을 이용한 교통량이나 위급 상황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Nadeem et al.에 의해

서 제안되었다 [3]. 실제 차량 간 통신 (inter-vehicle

communication)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으나, 단순히 그 지역에 대한 운전자들에게 도

로 사정이나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발

되었다.

Iwasaki et al.은 비디오 카메라의 입력 영상을 통

하여 통행 흐름을 통하여 차량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

안하였다 [4]. 이 기법에서는 차량의 바퀴를 검출하여

차량의 크기를 정의하고 배경 영상을 정의하여 차영

상으로 차량을 검출하였다. Zehang et al. 은 다양한

차량 검출 기법을 조사 및 분석하여 발표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사용된 특징에 따라 도로 상에서 차량의

검출 기법들을 분류하였다 [5].

또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교통량 및 통행량 분석

기술이 Tsai 등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6]. 이 논문에

서는 퓨리에 서술자 (Fourier descriptor)와 움직임 벡

터, 균질성 (homogeneity)에 기반하여 분석 메커니즘

을 개발하였으며, 차량의 운전 패턴에 대한 분류도 시

도되었다. Zhang et al.은 교통량 통제와 효과적인 도

로 안내를 위하여 도시의 전체적인 교통량적인 측면

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7]. 이 기법에서는

교통량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다중 에이전트 (multi-a

gent) 시스템들을 고려하여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시간-공간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 정보를 가시화하

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미국의 휴스턴 등에서는 Amtech Systems Di

vision (TransCore)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량을 식별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9].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R

FID 기술에 기반하여 고속도로에 설치된 리더기(read

er)에 의해서 태그가 장착된 통과 차량에 대한 인식을

수행한다.

이렇듯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되어 증가하는 차량

통행량에 대한 분석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도 영상 센서 기반의 처리 기술을 통하여 지역

도로나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분석하는 기술을 제

안한다. 차량에 대한 간단한 분류 기술과 함께 인식에

대한 부분도 개발하며 실험을 통하여 그 인식률을 검

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영상

데이터 기반의 제안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 실험결과 및 그에 따른 토의 사항을 제3장에서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

언과 추후 과제 등을 언급하도록 한다.

2. 영상 기반 교통량 분석/관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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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영상 기반 교통량 관측 시스템

그림 1은 일반적인 영상 센서 기반의 교통량 측정

시스템 개념도를 보여 주고 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통하여 센서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고

중간 에이전트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정보 처

리를 한 다음,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서버

로 전송해 차량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나 정보를 분류

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상 데이

터의 처리 과정이다. 영상 센서를 통한 처리과정이 얼

마나 효율적으로, 또한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주느냐

에 따라서 교통량 분석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되기 때

문이다. 입력 영상 정보의 처리 가 양호하게 수행되면

그 만큼 인식률도 증가하며, 정확한 교통량에 대한 측

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데이터가 이후 도로 인프라

확충, 교통 흐름 제어 시스템 등의 교통 정책을 수립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교통량 분석 시스템의 전체적

인 처리 과정은 다음(그림 2)과 같다.

l 입력 영상 획득

CCTV를 통하여 영상을 획득하여 캡쳐 보드를 통하

여 처리 서버에 전송한다.

l 배경 영상 안정화

고정된 카메라를 통하여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

를 위해 배경을 매 시간 획득하여 환경의 변화에 따

른 배경 영상을 생성하여 등록한다.

l 차량 검출을 위한 영상처리

현재 입력된 영상과 이미 등록된 배경 영상과의 차

영상 및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을 검출하고 소

형차량인지 산업용 (대형)차량인지 분류를 수행한다.

l 생성된 DB를 통한 인식 과정

검출된 차량의 형태와 영상 평면상에서의 추출된 정

보를 통하여 소형 차량 및 대형 차량으로 분류하여

인식하고 DB에 통계 데이터를 갱신해 준다.

(그림 2) 개발된 교통량 분석 시스템의 흐름도

2.1 입력 영상 획득

CCTV를 통한 영상 획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7

68x494 해상도를 제공하는 칼라 CCD센서를 사용하였

으며 기본 신호 방식은 NTSC 방식을 제공하며 비디

오 출력을 제공한다. 이 비젼 센서를 처리 서버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컴포지트 비디오

(RCA단자), S-Video (Y/C, mini DIN connector), 그

리고 IEEE 1394 (FireWire/DV) 6핀 연결단자가 제공

되는 Avid사의 pinnacle Studio 캡쳐 보드를 활용하였

다. 비디오 형식은 NTSC 방식을 제공하며 720x480

해상도의 비디오를 초당 29.97 프레임으로 캡쳐할 수

있다.

2.2 배경 영상 안정화

측정 지역에서 CCTV가 고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배경은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밝기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후 늦은 시간에는 건물 등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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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흐린 날씨에는 같은 배경

영역임에도 조금 다른 배경의 칼라가 나타나기도 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경 영역을 동

적으로 분리하는 기법이 요구된다.

배경 영역의 동적 분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

다. 배경 영역의 화소의 밝기 I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10].

(1)

여기서 는 밝기 값의 시간에 대한 평균

는 밝기의 진폭, 는 밝기의 주파수, 는

시간, 는 계수 는 잡음

의 최대치로 정의된다.

만약 가

영역 안에 존재한다면 배경으로 고려하고, 배경영역으

로 결정되는 밝기의 평균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갱신

한다.

(2)

(3)

여기서 n은 업데이트 속도의 매개변수이다. 전경 영역

에 대해서는 전경 영역의 밝기의 평균은 유지하고

(진폭)만 갱신을 다음과 같이 수행해준다.

(4)

이때 m은 전경 영역의 업데이트 속도를 나타내는 변

수이다.

위에서 정의된 수식 (1)~(4)를 활용하여 영역에 대

한 갱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시간 동안 배경의 밝기의 평균값을 구한다.

2) 배경의 밝기 값이 지정해놓은 값의 범위에 들어

온다면 배경으로 간주하여 밝기의 평균 및 진폭을 갱

신해 준다.

3)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다면 전경으로 간주하여

전경의 밝기의 평균은 유지한 후 진폭만을 갱신작업

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관측하고자 하는 교차로나

도로의 배경 영상을 안정화하며 이후 영상처리 과정

에서 이 배경 영상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객체에 대한

검출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3 차량 검출을 위한 영상처리

안정화된 배경 영역을 기반으로 객체를 검출하기

위한 제안된 영상처리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l 차영상 (subtraction image) 기법에 의한 객체

(foreground) 검출

먼저 이전에서 제시된 배경 영역을 기반으로 현재

입력 영상과의 차영상(subtraction image)을 생성한

다 [10].

(그림 3) 제안된 객체 (차량) 검출 과정

l 레이블링 (Labeling)

레이블링 기법의 첫 번째 스캔에서는 영상 전체

픽셀을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문하면서 객체에 해당하는 픽셀인 경우 라벨을

지정한다. 이 때, 객체에 해당하는 픽셀의 이웃

픽셀 중 이미 스캔이 된 두 이웃 픽셀의 라벨

정보를 검사하여 해당 픽셀의 라벨을 지정한다.

이미 스캔이 된 두 이웃의 픽셀의 라벨은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분할된 객체

영역에 대한 기본 분류를 수행하게 된다.

l 그림자 제거 (Shadow removal)

추출된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햇빛 등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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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의 그림자 형성되고 이 그림자가 함께 실체

차량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차량의 분류 및 인식 단계에 큰 오류를 줄

수 있으므로 제거해 주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HSV 칼라 공간을 활용하여 그림자 영역의 칼라

특성을 분석하고 V 성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영역을 정의하였다.

임계값 α < 배경의 성분
객체의성분

< 임계값 β  (5)

배경의 V 성분>임계값 γ            (6)

위의 두 식이 만족되는 영역을 그림자 영역으로 인

식하여 제거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수식 (5)와 (6)의

임계값을 α=0.45, β =0.8, γ = 120으로 설정하여 사용

하였다.

(a) (b)

(그림 4) 검출된 그림자 영역:(a)초기 객체, (b)
검출된 그림자 영역

l 객체 내부 채우기 필터링

그림자 제거로 인하여 객체의 내부 영역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에지검출 기법을 사용하여 최

외곽 에지를 추출한다. 이 추출된 에지를 기반으로

객체 내부를 채워 주어 객체를 생성하게 된다.

l 동일 객체 판별

현재 추출되는 객체의 추적을 위해서는 optical

flow 정보를 활용한다. 현재 CCTV 시야각에서 추

출되는 동안 진행되는 동일한 객체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전 위

치에서 현재 프레임에서의 위치로의 움직임 벡터

필드를 활용하여 동일 방향성을 확인하여 동일 객

체(차량)임을 판별하도록 한다.

l 객체(차량) 분류

검출된 객체의 최외곽 에지의 장방 정보를 기반으

로 소형(자가용)과 대형(산업용) 차량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림 5는 간단한 예를 보여 주고 있으

며, 이러한 장방 비율이나 크기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객체(차량)로 분류하였다.

(a) 소형차량 (b) 검출 외곽선

(c) 대형차량 (d) 검출 외곽선

(그림 5) 소형/대형 차량 분류를 위한 예

2.4 데이터베이스(DB) 생성 및 구현

ODBC 를 통해 만들어진 클래스 각 필드는 테이블

에 필드와 연결되어 진다.

(그림 6) 구현된 DB의 기본 구조도

또한 그림 6의 좌측과 같이 ODBC와 연관된 메소드

를 정의하여 DB 생성에 활용하였다. 테이블에 저장된

자료를 로드해서 소형차와 대형차의 숫자를 보여주고,

리스트 뷰에 DB 자료를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 DB내

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여 조건에 일치하는 항목만 로

드 하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이다. 컨트롤에 대한 변수

들이 필드 항목에 나타나 있고 함수는 검색을 하는

함수로써 4가지 함수가 있다. 해당 날짜를 검색, 날짜

의 범위를 지정하여 검색, 해당 시간을 검색, 시간의

범위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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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결과 고찰

3.1 객체 (차량) 검출 결과

그림 7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제 CCTV와 연동이

된 프레임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 초당 15 프레임의

처리 속도를 보여 주었으며, 실제 통행중인 다양한 차

량을 검출하여 분류하였다.

(그림 7) 개발된 교통량 분석 시스템

그림 8은 실제 개발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하

여 실시간으로 영상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 입력영상

(b) 최외곽 에지 영상

(c) 그림자 검출 (HSV 칼라 공간)

(d) 그림자 제거 후 최종 영상 (객체)

(그림 8) 객체 (차량) 검출 결과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처리 기법에 의한

차량 검출이 효과적이며, 특히 그림자 제거 기법 등에

의해서 정확한 차량 영역을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다음 인식 단계에서 인식률 개

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2 객체 (차량) 분류/인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나 도로의 산업적 측면을 고

려하기 위하여 차량을 소형(자가용)과 대형(산업용)으

로 분류하여 인식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교차로에 설

치한 CCTV를 기반으로 실험 시간대는 13:00 ~ 15:00

로 수행을 하였으며 통행 중인 임의의 통행 차량에 대

하여 인식률을 실험하였다.

표 1은 그 인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결과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약 90.1% 정도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표 1> 인식률 실험 결과

차량개수(개)

총 차량 241

검출 차량 218

소형차 194

대형차 24

약 9%의 손실은 영상 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림

자 제거 및 조도 변화에 따른 환경에 따른 영상 데이

터의 특성 변화가 너무 크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

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센서의

도움 없이 실제 상황에서 90%이상의 분류 및 인식률

을 보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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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영상 센

서 및 처리 기반의 교통량 분석 기법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실제 CCTV 관측 환경을 통하여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영상처리 기법을 개발하고 객

체 (차량)을 검출하였으며, 검출된 차량을 간단히 분

류 및 인식하는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다. 실험 결과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환경에서 약 90.1%의 인식

성공률을 보여 주었으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통계 데이터의 검색까지도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도로의 활용도와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 예측 등 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과제로는

웹과 연동되는 전체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발 기술

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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