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베 드공학회논문지  제 12  제  2호  2017년  4월 113

ⓒ IEMEK J. Embed. Sys. Appl. 2017 Apr. 12(2) 113-120
ISSN : 1975-5066
http://dx.doi.org/10.14372/IEMEK.2017.12.2.113

I. 서 론

야간 주행 경에  운  가시거리는 안

운 과 직결 는 한 다. 가시거리  가

시키  해 는 상향등  사 하는 것  가  

 지만, 항 차량 나 행 차랑  운

에게 눈 심  해 상  차량  안  할 

수 다. 상  차량  재  치  지하여 상

향등  어하는 시스  미 상  고 다 

[1, 2]. 근에는 LED 등과 같  차량   술

 달  등  미  어가 가능해 지 , 차

량 재 지역  빔 (Beam)만 차단하고, 차량  

재하지 않는 지역  든 빔  사거리   

하여 운  야간 주행 경에  시  개

할 수 는 ADB (Adaptive Driving Beam) [3], 

AFLS (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4]등  

개   진행 고 다. 러한 시스  개

 공 여 는 카 라 등과 같   사 하여 

 차량  검 하고 그 치  측하는 

 능에 라 우 다.

재 지 개  다수  야간차량 검  

 진  등  차량  등  후미등 후

보 역   찾고, 후보 역  하학   통

계  특징 (feature)  하여 들 특징  

심  차량 지 아닌지  별하는  사

하 다 [5, 6]. 러한 특징  하여 차량 지 

아닌지  별하는 는 Ada-boost 또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  주 사 어 

다. 본 연  에 도 근 SVM  한  

 안하 는 ,   개  주 (class)  

하는 진  사 하는 경우보다 다 -

클래스 (multi-class) SVM  사 하는 경우가 보다 

 우수한 검  능  보  보 다. 러한 다

-클래스  해 는 진-클래스 SVM  여

러 개 하여 One-against-all SVM, 

One-against-one SVM, Top-down tree 

structure SVM, Bottom-up tree structure SVM 

등   만들어야 하 , 들  To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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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esent a night-time vehicle detection method using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lassification. The camera based night-time vehicle detection 

plays an important role on variou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such as automatic 

head-lamp control system. The method consists mainly of thresholding, labeling and classification 

steps. The classification step is implemented by existing CIFAR-10 model CNN. Through the 

simulations tested on real road video, we show that CNN classification is a good alternative for 

night-time vehicl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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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구조 기반 SVM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7]. 

최근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기술

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신경망을 이용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Wang, H. [8]는 야간차량 

검출을 위해 심층신경망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에서

는 적외선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동 

전조등 제어 시스템에 활용하기에는 차량 검출 거

리가 다소 짧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Szarvas, M. [9]은 LIDAR 센서 정보를 

심층신경망을 활용하여 보행자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야간 주행 환경에서 차량 또는 보행자

를 검출하는 방법론으로 심층신경망을 활용하는 연

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신경망 (Neural Network)은 McCulloch에 의해 

1943년 처음 제안 되었으며 [10], 문자 인식, 화상 

처리, 자연 언어 처리, 음성 인식 등의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 LeCun, Yann [11]은 1998년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통해 

필기체 문자 인식에 대한 학습 시간을 크게 줄이면

서도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최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자원인 ImageNet은 

매년 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비쥬얼 인식 대회를 개최

하는데 Krizhevsky, Alex [12]이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하면서 2012년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다른 기

계 학습 알고리즘에 비해 정확도를 크게 높인 후 

합성곱 신경망 학습이 영상 처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대항차

량의 전조등과 선행차량의 후미등을 검출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하는 야간 차량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야간 환경에서 획득한 주행 영상을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다중-클래스 

기반 SVM 방법과 성능을 비교 분석 한다.

Ⅱ. 야간 차량 검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야간 차량 검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각 화소의 밝기값을 기준으로 하는 

이진화 (thresholding)과정 및 라벨링 (Lebelling) 

과정을 거쳐 차량의 전조등 및 후미등 후보 영역을

그림 1. 제안된 야간차량 검출 방법의 순서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night-time 

vehicle detection method

그림 2. CIFAR-10 모델 기반 야간차량 검출 분류기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CIFAR-10 model based night-time vehicl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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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후보 역  합 곱 신경망  

 (classification)에 하여 해당 후보 역

 등 (또는 후미등) 지 비차량 지  별하

는 과  다.  합 곱 신경망  

한 체 식에 는 상   검 /

식 하고 하는 상 체  후보 역  하  

한   Selective Search나 Edge box  

같  처리  하거나 [13] RPN 

(Region Proposal Network)  같  신경망 내에

 체  후보 역  하는  사 고 

다 [14]. 안 에 는 후보 역  해 

진  라 링  사 하는  는 야간 경에  

빠 고 과  차량 후보 역   가능

하  다. 등 나 후미등  아닌 후보 

역  생 지만 합 곱 신경망  능에 라 

과   가능하다. 카 라   R, 

G, B 식  컬러 상  Y, Cb, Cr 식

 변  후 Y 상  값   미리 해

 값 (threshold value)  하여 진  하

 진 상  8- 향 탐색  라 링 

 사 하여 후보 역  검 한다.   통

해 등  경우 약 800m, 후미등  경우 브

크등     약 400m,  지 않  경

우 약 250m  후미등  후보 역  할 

수 다.  과할 경우 등  후미등  

값  과하지 못하여 후보 역  지 

않는다.

Ada-boost   SVM 등   사 하는 경

우 후보 역  하학  또는 통계  특징

 하여   사 하게 지만, 

합 곱 신경망  사 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징

 (feature extraction) 과  필 하지 않다. 

안  에 도 러한 특징  단  별도  사

하지 않고 후보 역  상  체가 합 곱 

신경망에 어 다. 

합 곱 신경망  해 는  

CIFAR-10 [15]  사 한다.   

Krizhevsky, Alex가 2010  안한  미지

  10개  클래스  하는 다.  

 는 그림 2에  보는  같   3개  

합 곱 신경망 층, 3개  ReLU (Rectifier Linear 

Unit) 함수 층, 3개  링 (Pooling) 층, 2개

 규  (Local Response Normalization) 층,  

하나  내  (Inner Product) 층, 그리고 하나  

프트맥스 (Softmax) 층   루어진다. 본 

에 는 야간 차량 검 에 합하도  후보 역

그림 3. 첫 째 합 곱 층 가 치 필

Fig. 3 Weight filters of the first

convolution layer

그림 4. 첫 째 합 곱 층 결과 상  

Fig. 4 Examples of result in the first 

convolution layer 

그림 5. 첫 째 링 단  결과 상 

Fig. 5 Examples of the result image in 

the first pooling layer

상  크  32x32  고 하여 사 하 , 

단  클래스  개수  3개 또는 6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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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첫 번째 풀링 단의 정규화된

결과 영상 예

Fig. 6 Examples of the normalized result 

image in the first pooling layer

구성하였다. 합성곱 신경망 층에서 사용되는 가중치 

(Weight) 필터는 5x5 크기로 첫 번째 및 두 번째 

층은 각각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층은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필터의 가중치 초기값은 

가우시안 분포에 따라 무작위로 생성한다. 필터의 

가중치는 역전파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된다. 그림 3은 이렇게 학습된 첫 번째 합

성곱 신경망 층의 32개 필터의 가중치를 영상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으며, 그림 4는 임의의 입력 후

보 영역 영상에 대하여 합성곱 연산 결과를 보인 

것이다.

합성곱 연산과정에서 입력 영상의 각 테두리 부분

의 합성곱 결과는 Zero Padding 함으로써 결과 영

상의 크기가 입력영상의 크기와 동일하도록 한다. 

합성곱 연산 결과 값 에 대해 ReLU 활성함수를 

아래 식 (1)과 같이 적용하였다. 

  max   (1)

풀링 단에서는 3x3 크기의 커널을 이용하여 커

널내의 값들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맥스 풀링 

(Max Pooling)방법과 커널내의 값들의 평균값으로  

정하는 평균 풀링 (Average Pooling) 방법을 이용

한다. 첫 번째 풀링 층에서는 맥스 풀링 방법을 이

후두번째 및 세 번째 풀링 단에서는 평균 풀링을 

적용한다. 오버래핑 풀링 (Overlapping Pooling) 방

법을 사용하며 두 픽셀만큼 이동하여 적용한다. 그

림 5는 첫 번째 풀링단의 결과 영상을 보인 것으로 

16x16 크기의 총 32개 영상이 생성된다. 풀링단의 

결과 영상은 결과 값의 범위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a) Headlamp (b) Taillamp (c) Reflector

(d) Streetlight (e) Trafficlight (f) Etc

그림 7. 학습에 사용된 여섯 가지

클래스별 영상의 예

Fig. 7 Example image of six different

classes for Training

정규화 한다. 그림 5와 6은 첫 번째 풀링 단의 결

과 영상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5는 정규화 이전이

며 그림 6은 정규화된 결과 영상이다. 

이와 같은 합성곱 연산과 풀링은 세 번 반복하여 

적용되며 그 결과는 완전-연결 층 (fully-connected 

layer)에 연결되어 실질적인 분류작업이 수행된다. 

분류하고자하는 클래스 개수만큼의 뉴런 (neuron)

이 출력 단을 구성하고 하나의 뉴런이 하나의 클래

스에 대한 확률로 나타낼 수 있도록 소프트맥스 함

수를 적용한다. 출력 단의 뉴런은 해당 클래스의 분

류 결과를 0~1 사이의 확률로 나타나며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클래스로 분류된다.

Ⅲ.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전조등, 후미등, 

반사체, 가로등, 신호등, 기타 총 6개의 클래스로 

구분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경우와 

반사체, 가로등, 신호등, 기타를 모두 기타 클래스로 

분류하여 전조등, 후미등, 기타 3개의 클래스로 구

분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제

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전조등을 제외 한 각 클

래스는 총 1만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전조등의 

경우 총 4400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에 사용

된 데이터와 검증에 사용한 데이터는 1:1 비율로 

무작위 선택하였다. 데이터 베이스로 부터 100개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구성된 집단 (Batch)을 

학습 및 검증에 적용하며 이 과정을 검증 데이터 

베이스를 모두 적용 될 때 까지 반복하여 학습한다. 

이때 이러한 반복 학습하는 과정을 세대 (Epoch)라

고 하며, 최적의 분류 성능을 갖는 모델을 찾을 때 

까지 세대를 증가 시키면서 반복 학습한다.

그림 8은 총 200 세대 (Epoch)까지 증가시키면

서 반복 학습한 모델의 분류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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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a) 6 개 클래스  하는 경우, (b) 3 개 클래스  하는 경우,  가에   

능 (  도, 검  실, 학습 실)

Fig. 8 For the case of (a) six classes and (b) three classes, classification 

performances(accuracy, validation loss, training los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pochs

그림에  가   주 색 그래프는  도 

(Accuracy), 가운  색 그래프가 검  실 

(Loss) 그리고 아래  란색 그래프는 학습 실

 나타낸다. 실   에러에 한 지  값  

수  하게 다는 것  뜻한다. 학습 

실   복 학습에 라 계  어들지만, 검

 실   수 만큼  복 학습 후 

 가한다. 는 과 합 (Overfitting)  생

한 것  본 실험에 는 6개 클래스   학습

한 경우 8 째 , 3개  클래스   경우 10

째     사  하 다. 학습

에 사  학습  (learning rate)  0.001, 지수감

 (exponentially decay)는 0.95   하 다.

검  능 측  한 척도 는 아래  식 (2), 

(3), (4)  같  accuracy, precision 과 recall  사

한다.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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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Object Accuracy Precision Recall

multi-
SVM

Head 89.61 47.23 90.78

Tail 93.97 73.89 97.98

CNN 
C6

Head 96.33 84.20 72.32

Tail 94.07 74.83 99.18

CNN
C3

Head 94.58 64.78 85.89

Tail 94.11 75.12 98.81

표 1. 다중-클래스 SVM 및 제안 방법 (6 클래스 

및 3 클래스)의 검출 성능 평가

Table 1. Detection performance evaluation of 

multi- class SVM and the proposed methods 

with 6 classes and 3 classes

제안 방법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전조등, 

후미등, 도로 반사체, 가로등, 신호등, 기타 잡음의 6 

개의 클래스로 학습하는 다중-클래스 기반 SVM 방

법 [7]을 구현하였다.

표 1은 야간 환경에서 획득한 주행 영상의 

Ground Truth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출 성능을 측

정한 결과이다. Ground Truth는 20 프레임당 하나

의 프레임에 대한 전조등 및 후미등의 위치와 후보

영역의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Ground 

Truth 데이터는 다중-클래스 기반 SVM, 제안된 6

개 클래스 분류 합성곱 신경망 (CNN C6), 3개 클

래스 분류 합성곱 신경망 (CNN C3)의 전조등 및 

후미등의 검출 성능을 비교 하였다.

제안된 합성곱 신경망 분류기의 성능이 다중-클

래스 기반 SVM 방법에 비해 accuracy 측면에서는 

다소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후미등의 경

우 precision과 recall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

을 보였다. 그러나 전조등의 경우 recall 측면에서

는 다소 부족함을 보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전조등 제어시스템에 적

용할 수 있는 합성곱 신경망기반 야간 차량 전조등 

및 후미등 검출 방법을 제안 하였다. 야간 도로 주

행 영상에 적용한 실험을 통해 제안된 합성곱 신경

망 기반 방법이 기존의 다중-클래스 기반 SVM 방

법과 유사한 검출 성능을 보임으로써 합성곱 신경

망 학습 방법이 야간 차량 검출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향후 우수한 성능의 심층 신경망을 적

용하고 객체 추적 및 전조등 및 후미등의 페어링 

과정을 추가하여 보다 강인한 야간 환경 차량 검출 

시스템의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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