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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방차량을 인식하는 FCW(Forward Collision 
Warning)시스템에서 주행 인 방 차량을 추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방 차량의 후보 역을 

검출하기 해 Haar-Adaboost를 이용하 으며 검색된 차량 후보 역 내의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후보 역을 필터링하 다. 필터링된 차량 역은 역기반과 Kalman 측치를 이용하여 차량을 추

하는 방법으로 차량 검색기가 차량 역을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 Kalman 측치를 통해 차량 후보 

역을 측하고 측된 차량 역을 검증함으로써 효율 인 방 차량 인식이 가능하 다. 본 제안 방

법을 실험한 결과 이  임에서 추 되던 차량 후보 역이 재 임에서 Haar-Adaboost가 차량 

후보 역을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에 역기반과 Kalman 측치를 통하여 재 임에서 방차량

을 연속 으로 추 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제안 방법은 상을 이용한 FCW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1. 서론

   일반 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운 자는 졸음운   스

마트폰 사용, 주행 에 DMB 시청으로 인한 방 주시 

태만으로 앞 차량과 안 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게 된다. 이를 방하기 한 시스템으로 차선을 인식하

여 차선 이탈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인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차량 내에 설치된 카메라

를 이용하여 차선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재 출시된 차량

의 옵션으로 선택되어 매되고 있다. 한 방차량을 인

식하여 방차량과의 거리를 알려주는 시스템인 

FCW(Forward Collision Warning)는 차량 내에 설치된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과 음  센서  

이더와 라이다(Lidar)를 이용하는 방법, 카메라와 거리센

서를 융합하여 이용하여 방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7].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차량 인식 시스템에서 실시간 처리에 용이한 방차량 

추  방법에 한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실시간 

상에서 Haar-Like특징과 Adaboost 훈련모델을 사 에 

학습하여 차량 후보 역을 검출하며, 검출된 후보 역의 

칭성 여부와 후보 역 내의 에지정보를 이용하여 필터

링된 차량 검증 역을 추 하는 방법이다. 본 추  방법

은 차량으로 간주되는 역을 역 기반 방법과 Kalman 

필터  EHD(Edge Histogram Desctiproe)를 이용하여 

방 차량을 추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2. 방 차량 인식 방법

2.1. 방 차량 추출 방법

  본 논문에서 방 차량 추 을 한 차량 검색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차량 내 설치된 카메라에서 상을 입력받

은 후 입력 상에서 차량의 특징을 추출하기 용이하기 

해 입력 상을 개선시킨 후 Haar-Adaboost를 이용한 

차량 검출부에서 차량 후보 역을 생성한다. 생성된 차량 

후보 역은 차량 검증부를 통하여 삭제  보존을 통해 

차량 추 부로 입력된다. 차량 후보 역 검증은 차량 후

보 역의 칭성  에지 분석을 통하여 차량 후보 역

을 검증하 다.

(그림 1) 방 차량 후보 역 검출

2.2. 방 차량 추  방법

  본 논문에서 방차량의 추  방법은 그림 1에서 차량

의 검증부에서 차량이라고 간주되는 역을 추 한다. 추

 방법은 이  임에서의 차량의 심과 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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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차량의 심 역이 검색 역에 존재할 경우 차량

을 추 하는 방법이다. 그림 2의 Case 1의 경우 1번 차량

의 심 역이 연속 으로 추 되는 것을 의미하며 Case 

1의 경우 이  임의 차량 심이 재 임의 차량 

심 검색 역 밖에 존재하므로 새로운 차량으로 등록됨

을 나타낸다. 실시간 방 차량 검색에 있어서 이  

임에서 검색된 차량 역이 재 임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 이  임에서 추 되는 차

량을 재 임에서 검색해야 하는데 상 체를 검색

하는 경우 실시간 처리에 부 합하다. 재 임에서의 

차량의 심 역을 이  임에서의 차량 심에 기반

하여 Kalman 필터를 통하여 추출한 후 측된 역과 추

된 역이 같은 객체 인지를 검사하기 하여 MPEG-7

의 서술자인 EHD를 사용하 다. EHD를 통하여 측된 

역이 이  차량과 비슷할 경우 차량 검증부를 통과하여 

차량을 연속 으로 추 하며, N 임동안 차량 검증부에

서 차량으로 검증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량 역을 추

 버퍼에서 삭제하 다.

(그림 2) 방 차량 추  방법

(그림 3) 객체 추  결과

3. 실험 결과  토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추  방법의 성능을 실험하기 

하여 차량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 차량 상을 동

상으로 획득하여 실험하 다. 그림 3은 실험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그림 3의 쪽 상의 빨간색 박스는 

Haar-Adaboost에서 차량 후보 역을 검색한 후 차량 검

증부에서 검증된 차량 역으로  차선의 차량이나 차량

의 거리에 따라 차량 후보 역이 매 임 차량으로 검

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으로 검색되지 않

는 역의 경우 이  임에서 검색된 차량 정보를 이

용하여 차량을 추 해야 방 차량과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의 아래와 같이 재 임에서 차량으

로 검증되지 못하는 역을 Kalman 필터를 통하여 재

의 차량 치를 측하고 이  차량 역과 측된 차량 

역을 EHD를 통하여 같은 차량인지를 비교하여 방 차

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기반  Kalman, EHD를 이용

한 추  방법을 방 차량 인식에 용하여 실험한 결과 

방 차량 인식에서 효율 으로 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을 이용한 객체 추   FCW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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