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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자동차 기술의 핵심은 IT 기반 융합 시스템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하여 운전 중 다양

한 상황에 대응하고 또한 운전자의 편의성을 지원하는 기술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도로 정보를 검출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버튼을 직접 손으로 눌러야

하는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대체할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기술을 융합한 Augmented Driving System (ADS) 기술을 제

안한다. 본 기술은 카메라로부터 입력 받은 영상 정보를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앞차와의 거리, 차선, 교통 표지판을

검출하고 차량 내부를 주시하는 카메라와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할 마이크를 기반으로 기본 음성인식과 동작인식이 융

합된 인터페이스 기술을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 기술들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운전자에게 현재의 주행상황

을 인지하여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교통사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양한 운전 중 기능 조작을 편

리하게 지원함으로써 운전자의 전방 주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기술을 통해 테스트를 실시해 본

결과 표지판인식, 차선검출, 앞차와의 거리 검출 등의 인식률이 약 90% 이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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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the core technology of an automobile is becoming to IT-based convergence system technology. To cope w

ith many kinds of situations and provide the convenience for drivers, various IT technologies are being integrated int

o automobile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n convergence system, which is called Augmented Driving System

(ADS), to provide high safety and convenience of drivers based on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From imaging sen

sor, the image data is acquisited and processed to give distance from the front car, lane, and traffic sign panel by

the proposed methods. Also, a converged interface technology with camera for gesture recognition and microphone fo

r speech recognition is provided. Based on this kind of system technology, car accident will be decreased although d

rivers could not recognize the dangerous situations, since the system can recognize situation or user context to give

attention to the front view. Through the experiments, the proposed methods achieved over 90% of recognition in ter

ms of traffic sign detection, lane detection, and distance measure from the front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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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DS: 전체 시스템 구조도

1. 서 론

최근 차량의 자동주차시스템이나 운전보조시스템

과 같은 지능형 자동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1]. 하지만, 많은 외부 환경 변수들로 인해

지능형 자동 운전 차량(Auto Driving Vehicle)을 개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 따라서, 차량 운전

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 보

조 시스템 (Driver Assistance System)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되고 있다.

차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됨에 따라 인간과 정도 시스템 사이에 자연스

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적 인터페이스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인간은 일상 생활에서 제스

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수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지적인 인터페이

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작 (gesture)과 같은 비언

어 적인 통신 수단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2]-

[3],[10]. 손 영역 추출 및 추적에 있어서 큰 쟁점 중

하나는 손 영역을 추출하는데 필요한 계산량을 최소

화시켜 실시간으로 동작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1].

본 논문은 사전에 전방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전방 차량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일환으로 차선 이탈 경보

를 위한 차선 검출기법, 표지판 검출 기법을 제안한

다. 또한 입력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과 인터페이

스를 위한 동작 인식 (gesture recognition) 기법을 제

안한다. 또한 운전자의 안전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 시켜

주는 통합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실제 차량

에 장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설

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Augmented Driving Syste

m (ADS)에 세부 기술을 서술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

결과 및 실제 차량에 탑재하여 실험한 결과를 분서하

여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언급한다.

2. Augmented Driving System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ADS의 전체적인 구

조를 나타내고 있다. 운전석 전방의 계기판 위에 HU

D(Head-Up display)가 장비되고 센터페시아의 가운

데 동작 (gesture) 인식을 위한 캠이 장비된다. HUD

에 차량이탈, 앞차와의 안전거리, 표지판 인식 결과

등이 표시 된다. 운전자가 자신이 조작하고자 하는 시

스템의 명칭을 부르면 시스템은 작동 대기상대로 들

어가며 운전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메뉴를 전방 HUD

에 보여준다. 운전자가 원하는 메뉴를 다양한 동작 (g

esture) 인식을 통해 컨트롤한다.

그림 2는 ADS에 의한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A

ugmented Driving System (ADS)은 원본 영상을 입

력 받아 실시간 차량 검출, 차선검출, 표지판 인식을

통하여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HUD (He

ad-Up Display)을 통해 계기판의 다양한 정보 중 필

요한 정보 일부를 전방 표시창에 투영하여 보여 준다.

(그림 2) 개발된 ADS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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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차량 검출 및 거리 인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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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S: 제안된 세부 기술

본 논문에서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 기반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차량 보조석 천장에서 촬

영한 640 x 480 해상도의 동영상을 초당 33프레임으

로 재생시켜 사용하였다. 동작 인식에 사용된 카메라

는 130만 화소, 최대 해상도 640 x 480 의 사양의 웹

캠을 사용하였다.

3.1 차량 검출을 통한 거리 측정

차량과 배경 사이에서는 색상이나 조명 등이 큰 변

화를 가지기 때문에 에지 정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4].

차량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

지기 때문에 차량에서의 유사도(Matching rate)는 차

량이 아닌 것에 비해 차량 영역에서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량과 비차량을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

8].

차량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

지기 때문에 차량에서의 유사도(Matching rate)는 차

량이 아닌 것에 비해 차량 영역에서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량과 비차량을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

8].

안정된 차량을 검출하기 위해 제안된 영상처리 과

정은 그림 3과 같다. 세부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ㆍ흑백 영상 변환

카메라로부터 얻어온 컬러 영상을 흑백영상으로

변환시킨다.

ㆍ 수직선분 검출

다른 환경보다 차량에 많이 검출되는 수직 선분을

검출한다.

ㆍ 영역지정 및 Blob Labeling

Labeling 기법 후에 가장 큰 크기의 영역을 차량

으로 인식한다.

ㆍ 앞차와의 거리 검출

인식된 차량의 중심점을 찾아 그 점까지의 픽셀

수와 단위거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거리를

구한다.

(1)

(2)

(3)

(4)

여기서 p는 차량의 중심점까지의 픽셀 수, cnt는

단위픽셀(10pix)단위로 나누었을 때의 수, R은 단위픽

셀보다 작은 픽셀 수, d는 측정된 값, β는 영상에 나

오지 않는 기본거리 (300Cm), a는 단위픽셀의 초기

값, D는 최종 계산된 거리로 정의된다.

3.2 차선 검출을 통한 이탈 경고 시스템

지금까지 개발된 차선검출 기법은 칼라 성분들을

이용하는 방법 [5], 이동 창 기법을 이용하여 입력 영

상의 체크 포인트를 결정하고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

[6], 직선 성분을 찾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허프 변

환 기법 등이 있다 [4].

안정된 차선을 검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그림 4

와 같은 과정을 사용하였다.

ㆍ 흑백 영상 변환

카메라로부터 얻어온 컬러 영상을 흑백영상으로

변환한다.

ㆍ 영역지정 및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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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차선 검출 과정
(그림 5) 개발된 동작 검출 및 인식 과정

  


   




  




   




 

흰색과 황색을 검출하여 이진화를 시킨다.

ㆍ Canny연산을 통한 에지화

이진화한 이미지에서 외곽선을 추출하기 위해 Can

ny연산을 통해 윤곽선 정보화를 추출한다.

ㆍ Hough변환

Hough변환을 통해 일정길이 이상의 선분들을 검

출하여 차선으로 구별한다 [9].

3.3 교통 표지판 검출

기계학습을 통한 학습데이터를 통하여 표지판을 검

출하였다. 기계학습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를 제작하였

고 500x342 해상도의 데이터를 학습 시켰다. 이미지

비율은 1:2와 1:3 비율을 유지해 주었다.

ㆍAdaboost

이미지 데이터를 Adaboost분류기 알고리즘을 통해

샘플링 과정을 통해 벡터 데이터를 만들고 생성된

벡터 데이터 파일을 통해 Haar 특징 기반 학습 과

정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 (xml) 파일을 추출한다

[7].

ㆍSupported Vector Machine (SVM)

정규화 시킨 이미지에 SVM매칭 기법으로 인식하

여 표지판 검출을 수행한다.

3.4 동작 인식을 통한 제어기술

센서를 착용하게 되면 인식률과 보다 많은 동작을

인식할 수 있지만 운전자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반 컬러 영상을 통하여 동작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그림 5는 개발된 동작인식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ㆍ강인한 색상 모델에 의한 손영 역 검출

YCbCr 칼라 공간의 히스토그램 피부색 분포 결과

는 Y 성분을 제외한 Cb, Cr 성분의 값이 밀집도가 크

고 조도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H, Cb,Cr 각 성분 값은 정규화 된 R, G, B 값

을 이용하여 구한다

수행된 영상에 가장 큰 영역을 검출하게 되면 손에

가장 정확한 영역이 추출된다. 추출된 손 영역의 무게

중심을 구하여 이에 움직임을 통해 제스쳐를 인식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추출된 손 영역에서 무게중심은

식(5)와 같이 화소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I(x,y)가 영상의 x,y위치에서 픽셀의 값을

나타낼 때 식 (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손 영역의

1차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식 (5)와 (6)을 이용하면, 손 영역의 중심점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된 Augmented Driving System

(ADS)은 .Net FrameWork4.0을 기반으로 하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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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DS: 소프트웨어 구조도

(a) 원본 영상 (b) 수직성분 검출

(c) 결과 영상

전방 차량

일반 도로 87.3%

고속 도로 91.3%

(a) 원본 영상 (b) ROI 및 이진화

(c) Canny 에지 영상 (d) 최종 검출 영상

차선 이탈경보 횟수(회)

총 이탈 횟수 187

이탈경보 횟수 173

처리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차선이탈 방지와, 앞차와

의 거리인식을 해주는 안전 정보 제공 엔진 (Safety

Engine)과 표지판을 검출하는 교통 표지판 (Sign Pan

el) 검출 엔진으로 구성된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4.1 영상 기반의 차간 거리 인식

(그림 7) 차량 검출 및 거리 계산 결과 영상

그림 7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법을 통해 검출된

차량을 보여 주고 있다. 차량에서의 바닥 점과 차량의

폭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 검출에서 가장 중요한 자 차량 바로 앞의

차량에 대해서는 90% 가량의 검출률을 얻을 수 있었

다.

<표 1> 차량 검출에 따른 거리 인식률

4.2 차선 검출을 통한 이탈 방지 시스템

그림 8은 개발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영

상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는 맑은 날 낮에 촬영한 영상들을 사용하여 인식률을

실험하였다.

(그림 8) 차선 검출 결과영상

<표 2> 차선 이탈 감지 인식률

표 2는 차선이탈 감시 인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6 융합보안 논문지 제12권 제 6호(2012. 12)

(그림 9) 실제 입력 영상에서 인식된 표지판의 모습

표지판 개수(개)

30Km 제안속도 표지판 16

과속 방지턱 표지판 12

인식된 표지판 27

(그림 10) 손 동작 검출에 의한 제어 과정

동작 수행횟수 인식횟수

상 50 40

하 50 41

좌 50 45

우 50 46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약 92.5% 정도의 인식률을 나타

내었다. 인식 되지 못한 차선들은 훼손이 되었거나 차

선과 비슷한 색을 지닌 주변 환경들에 의한 잡음 성

분에 의해 방해를 받은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4.3 교통 표지판 검출 및 인식

그림 9는 실제 차량을 통해 실험한 표지판 검출 및

인식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VM 기

법을 활용하여 표지판을 인지하였으며 SVM매칭 기

법은 기타 분류 알고리즘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식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인식률을 가

능케 한다.

<표 3>은 실제 교통 표지판의 인식률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영상 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프레임 문제

나 조도 변화, 그림자 등 환경에 따른 영상 자체의 특

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약 98%이상의 가까운 인식률

을 나타내었다.

<표 3> 교통 표지판 인식률

4.4 동작 검출 및 인식에 의한 공조기 제어

그림 10은 동작 검출에 의한 인식 과정 결과를 보

여 주고 있다. 손의 중심점을 추적하여 중심점이 움직

이는 좌표에 따른 상, 하, 좌, 우의 네 가지 동작을 학

습시켜 인식하도록 하였다.

<표4>는 제어 동작 인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약 80%이상의 인식률을 보

여주고 있다. 빛의 밝기에 따라 손의 색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검출 학습 데

이터가 다양한 조도 변화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표 4> 동작 검출에 따른 제어 동작 인식률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동차에서의 영상 센서 기

반의 정보가 보강된 증강 운전자 정보 시스템(Augme

nted Driving System) 개발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차선 이탈 경고, 차간 거리 인식, 교

통 표지판 인식 기술을 제안된 처리 구조를 통하여

개발하였으며, 차량 간 거리 측정과 같은 새로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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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소개 ]

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비접촉식 사용자 인터페이

스로 각광받고 있는 동작 인식 (gesture recognition)

기술을 차량용 운전자 제어 기술로 접목하여 그 가능

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

하는 상황 등에서도 적절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

해 줌으로써 교통사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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