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9 : 1697~1702 Sep. 2017

전방 차량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

박한동1 · 오정수2* 

Forward Vehicle Movement Estimation Algorithm

Han-dong Park1 · Jeong-su Oh2* 

1IVM Co. Ldt., Gyeonggi-Do, 13216, Korea
2*Department of Displa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48508, Korea

요 약 

본 논문은 영상 기반 전방 추돌 경고를 위한 전방 차량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사전에 취득된 영상에서 

차도 영역이 관심 영역으로 지정되고 거리 참조표가 생성된다. 거리 참조표는 실험 차량 위치인 기준 화소에서 관심 

영역 상 차량 위치인 임의 화소까지 수평과 수직 실제 거리를 보여주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관심영역에서 차량들을 

검출하고, 검출된 차량들에게 레이블을 지정하고, 거리 참조표를 이용해 그들의 거리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나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프레임간 거리 변화를 이용해 접근 거리, 측방 접근 속도, 전방 접근 속도 같은 차량 움직임들을 

추정한다. 도로 주행 동영상들을 이용한 전방 차량 움직임 추정 실험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차량 움직임들에 대해 

각각 평균 98.7%, 95.9%, 94.3%를 유효하게 추정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forward vehicle movement estimation algorithm for the image-based forward collision 
warning. The road region in the acquired image is designated as a region of interest (ROI) and a distance look up table 
(LUT) is made in advance. The distance LUT shows horizontal and vertical real distances from a reference pixel as a 
test vehicle position to any pixel as a position of a vehicle on the ROI. The proposed algorithm detects vehicles in the 
ROI, assigns labels to them, and saves their distance information using the distance LUT. And then the proposed 
algorithm estimates the vehicle movements such as approach distance, side-approaching and front-approaching 
velocities using distance changes between frames. In forward vehicle movement estimation test using road driving 
videos, the proposed algorithm makes the valid estimation of average 98.7%, 95.9%, 94.3% in the vehicle movemen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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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자동차 산

업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을 갖는 스마트 자동차

(smart car)나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self driving car)의 

개발일 것이다[1-4].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을 이

용해 운전자가 인식할 정보들을 취득하고 판단하여 운

전자의 운전을 도와주거나 자율 주행을 수행한다. 자동

차가 주행하는 동안 전방 차량과 추돌을 감지하고 경고

하는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은 보다 안전한 주행을 위

한 기본적인 기능이다[3,4]. 전방 추돌 감지를 위해서는 

전방 차량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영상 기반 전방 추돌 경고를 고려해 차량 

전방에 장착된 단일 카메라를 이용해 취득된 영상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검출하고 검출된 차량의 움직임을 추

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에 위해 카메라 렌즈에 의한 방사 왜곡과 카메라 자세

에 의한 영상 기울어짐을 보정하고, 차량간 거리 계산

을 쉽게 하기 위해 원근감이 제거된 top-view 영상에서 

화소 위치에 따른 거리 참조표를 생성한다. 제안된 전

방 차량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은 HSV 색공간에서 차량 

그림자를 이용해 차량 후보 객체들을 검출하고, 모폴로

지와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해 검출된 객체들에서 유효 

차량들을 검출하고, 거리 참조표를 이용해 이들의 거리 

정보를 저장한다. 검출된 차량들의 프레임간 거리 변화

는 접근 거리, 측방과 전방 접근 속도같은 차량 움직임

들을 추정할 수 있고, 이들은 전방 추돌 위험을 인지하

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외곽 도로의 다

른 환경에서 취득된 주행 동영상들을 이용해 전방 차량 

움직임 추정의 유효성 평가 실험을 수행한다.

Ⅱ. 화소간 거리 계산

본 장에서는 실험 차량에 대한 전방 차량의 거리를 

나타내는 화소간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1. 영상 보정

영상은 자연계 형상을 그대로 표현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나 필연적으로 왜곡을 수반한다. 왜곡 보

정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렌즈에 의한 방사 왜곡과 카메

라 자세에 의한 기울어짐을 보정하고 있다. 방사 왜곡은 

렌즈에 의해 영상 가장자리에서 화소 위치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체스판 형태의 캘리브레이션 패턴을 촬영하고 

패턴의 코너점들을 이용해 왜곡 계수를 구한 후 행렬식

을 이용해 보정한다[5,6]. 기울어짐은 카메라의 수평 기

울어짐에 의해 발생하고 소실선(vanishing line) 기울어

짐과 일치한다. 그래서 소실선 기울기에 근거해 영상 기

울어짐을 보정한다. 소실선은 설치된 카메라로 평행인 

두 직선을 여러 방향에서 촬영하여 검출된 소실점들을 

한 영역에 표시하고 연결하면 얻을  수 있다[7]. 

2.2. Top-view 영상 변환 

Top-view 영상은 높은 상공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듯

한 영상으로 원근감이 없어 화소간 거리가 일정하여 거

리 계산이 쉽다. Top-view 영상 변환은 3×3 호모그래피 

행렬에 의해 수행된다 [6,8]. 호모그래피 행렬은 그림 

1(a) 원근감이 있는 원 영상의 사다리꼴 검은 네 점들이 

그림 1(b) 수평 수직 원근감이 제거된 영상의 사각형 검

은 네 점들로 대응되도록 하는 변환 행렬이다. 본 논문

에서 대응점들은 도로 영상의 차선에서 선택하여 그 결

과 top-view 영상에서 주행 차로와 양옆 차로들이 근사

적으로 수평 영역을 3등분하도록 하였다.

     

(a) original image           (b) top-view image

Fig. 1 Top-view image transform

2.3. 화소간 거리 계산

영상에서 화소간 거리 계산은 원근감이 제거된 top- 

view 영상에서 수행된다. 즉 원 영상의 기준 화소(실험 

차량)와 임의 화소(전방 차량)의 위치를 top-view 영상

으로 변환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그림 2는 거리 계산을 

위한 영상간 대응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원 영상에서 

수평과 수직의 참조 거리인  [m]과  [m]는 실측 거리

이고 이들은 top-view 영상에서 각각 거리  [pixe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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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el]로 대응된다. 따라서 top-view 영상에서 수평

과 수직의 화소간 거리 과 는 식 (1)로 계산된다. 그

림 2(a)의 원영상의 기준 화소()와 임의 화소()간 수

평과 수직 방향의 실제 거리 과 는 그림 2(b) 영상에

서 와 의 대응점인 와 간 거리 과 를 화소 단

위로 검출하여 식 (2)을 이용해 m 단위로 계산한다. 

   [m/pixel],    [m/pixel]         (1)

  ×  [m],   ×  [m]               (2)

  

계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 화소와 임의 화소 사

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 참조표를 사전에 생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a) original image         (b) top-view image

Fig. 2 Distance calculation 

Ⅲ. 전방 차량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차도 영역에서 차량을 검출하고 프레임

간 차량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그

림 3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N

Y

ROI

Shadow detection

Labeling

Vehicle detection

NumLt-1==NumLt

SkipLabel matching

Movement estimation

Fig. 3 Flowchart for the proposed algorithm 

ROI 블록은 차량 움직임 추정을 위한 관심 영역을 

주행 차로와 양옆 차로가 top-view 영상의 유효 영역에 

포함되도록 지정한다. 즉, 그림 1(b)의 흰 영역이 호모

그래피 행렬[6,8]의 역변환으로 변환된 형상으로 그림 4

와 같다. 검은 색으로 제외된 상단은 배경 영역이고 하

단은 영상에 들어온 실험 차량의 본넷 영역이다. 

Shadow detection 블록은 차량 하단 그림자를 검출한

다. 차량 하단 그림자는 일관성있게 도로면에 나타나 

차량 검출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에 무관하게 

차량 위치를 대표할 수 있다. 그림자 검출은 그림자가 

높은 채도와 낮은 밝기를 갖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9]. 먼저 채도 성분()과 명도 성분( )의 차로 그림자

가 강조된 영상(    )을 생성하고, 식 (3)의 임계

치 기법을 적용하여 그림자 영상()을 생성한다.

      max
         (3)

여기서 은 에서 0보다 큰 값들의 평

균이고, 는 실험적으로 얻어진 최저 임계치로 100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5는 도로 영상의 관심 영역에서 (a)

명도, (b)채도, (c)그림자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 

하단부의 그림자는 물론 차량 전면의 그릴과 가드레일 

같은 주변 잡음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ROI

(a) value (b) saturation

(c) 

Fig. 5 Shadow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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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detection 블록은 그림자 영상에서 유효 차량 

그림자를 검출한다. 유효 차량 그림자 검출을 위해 그

림자 영상에서 주변 잡음들을 제거 하고 연결된 인접 

차량들의 그림자들을 분리해야 한다. 그림자들의 제거, 

분리, 결합은 모폴로지 연산에 의해 수행된다. 일반적

으로 모폴로지[10]의 구조 요소(structuring element)는 

정사각형 구조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로형 직사각형 

구조(15×3)와 세로형 직사각형 구조(3×15)를 사용한다. 

전자는 수직 위치가 다른 차량들의 연결된 그림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침식(erosion) 연산에 사용되고, 후자는 

그릴처럼 동일 차량에 의해 그림자 상단에 발생하는 그

림자를 병합하기 위한 닫기(close) 연산에 사용된다. 그

림 6(a)는 침식 연산으로 차량들을 분리시키면서 주변 

잡음을 제거시켜 주고, 그림 6(b)는 닫기 연산으로 동일 

차량에서 발생한 그림자들을 결합시켜 주고 있다. 모폴

로지 연산 후 남아 있는 객체는 차량 후보가 된다. 

   

(a) after erosion              (b) after close

Fig. 6 Vehicle candidate detection 

Labeling 블록은 차량들의 프레임간 움직임 추정을 

위해 객체들에게 순차적으로 레이블(label)을 부여한다. 

레이블 순서는 화소 단위의 좌우상하 방향으로 이동하

면서 발견된 객체 순서에 따라 지정된다. 레이블링 과

정에서 50 화소 이하의 작은 객체들은 제거되고, 유지

된 레이블들의 중심 좌표를 차량의 위치로 간주하고 실

험 차량에 대한 수평/수직 거리를 거리 참조표를 참조

해 저장한다. 

Labeling matching 블록은 현 프레임(t)의 차량(레이

블)을 직전 프레임(t-1)에서 가장 인접한 차량을 대응시

켜주는 것으로 검출된 차량의 수(NumL)가 프레임간 유

지될 때만 수행된다. 차량 수가 달라지면 매칭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Skip 블록을 통해 다음 프레임을 기다린

다. 차량 겹침이나 추월 상황에서 매칭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두 차량이 인접해 위치가 같거나 오차가 매

우 작다. 그림 7은 검출된 차량들의 레이블들과 실험 차

량에 대한 거리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차량의 

위치에 비해 dy의 차가 큰 것은 같은 차량도 근거리에서

와 원거리에서 다르게 보이듯 위치에 따라 화소간 실제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Movement estimation 블록은 

레이블 매칭된 차량들의 프레임간 움직임을 추정한다. 

고려된 움직임 추정은 실험 차량에 대한 근접 거리

(Wa), 프레임간 측방 접근 속도(Wx), 프레임간 전방 접

근 속도(Wy)이고 식 (4)를 이용해 추정되고 있다. 

  
 

  
  

                      (4)

여기서 dx와 dy는 각각 실험 차량과 전방 차량간 수

평, 수직 방향 거리이다. 움직임 추정은 전방 차량 추돌 

경고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13 254
L1 : dx=+2.4m, dy=25.7m
L2 : dx=-1.1m, dy=14.1m
L3 : dx=-2.3m, dy=12.2m
L4 : dx=-6.2m, dy=9.4m

L5 : dx=-4.8m, dy=5.9m

Fig. 7 Labeling

Ⅳ. 실험 및 검토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화소 위치에 따

른 거리 계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다양하게 취득된 

표 1의 도로 주행 동영상들에서 전방 차량의 움직임 추

정을 수행한다. 실험 동영상들은 2001년식 기아 옵티마

의 전방 내부에 장착된 소니 액션캠 HDR-AZ1에 취득

된 HD급 영상을 640×360 영상으로 변환되었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수직 화소 위치(y)에 따

라 계산된 거리와 실제 측정 거리를 비교하고 있다. 측

정 거리는 도로상 1m 간격으로 마커를 표시하여 측정

하였다. 그러나 top-view 변환의 특성상 먼 거리(영상 

상단)은 화소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영상이 펼쳐지고, 

가까운 거리(영상 하단)은 화소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축소된다. 그래서 원영상과 top-view 영상간 마커의 대

응관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피하기 어려웠

고 특히 먼 거리일수록 오차는 더 커졌다. 그러나 실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전방 10m 내의 거리에서는 오

차가 1m 이하로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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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valuation on the distance calculation 

영상기반 전방 추돌 경고에 적용이 고려되고 있는 제

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실험은 정확한 움직임 추정 

보다 전방 추돌 위험 요소를 검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하였다. 여기서 고려된 위험 요소는 그림 9와 같이 근접 

거리(Wa), 측방 접근 속도(Wx), 전방 접근 속도(Wy)이

고 각각 5[m] 이하, 0.3[m/5프레임] 이상, 0.5m[m/5프레

임] 이상일 때를 위험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a) Wa (b) Wx

(c) Wy

Fig. 9 Types of forward collision danger

표 2는 전방 차량 움직임 추정의 유효성 평가 실험의 

결과이다. N_O*는 사전에 조사된 동영상내 전방 추돌 

위험 요소들이 발생한 횟수이고, N_W*는 제안된 알고

리즘이 위험 상황을 감지한 횟수이다. 각 동영상에서 

전방 추돌 위험 검출률이 각각 평균 97.0%, 97.5%, 

96.5%, 95.2%, 98.1%이고, 전방 추돌 위험 종류에 따른 

검출률은 각각 평균 98.8%, 95.8%, 94.4%이다. 근접 위

험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되므로 가장 우

수한 검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 검출에 실패하

는 경우는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차량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원거리의 화소간 거리가 근거리의 화소간 

거리보다 멀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Table. 2 Detection rate of forward collision danger

videos
 danger  v1 v2 v3 v4 v5

total
(%) 

Wa

N_Oa 45 55 50 55 40

98.8N_Wa 45 55 49 53 40

rate(%) 100 100 98.0 96.3 100

Wx

N_Ox 20 15 25 20 25

94.3N_Wx 18 14 23 19 25

rate(%) 90.0 93.3 92.0 95.0 100

Wy

N_Oy 35 50 40 50 40

95.8N_Wy 34 48 39 47 38

rate(%) 97.1 96.0 97.5 94.0 95.0

total(%) 97.0 97.5 96.5 95.2 98.1

Ⅴ. 결 론

본 논문은 차량 전방에 장착된 단일 카메라에 의해 

취득된 영상에서 차량을 검출하고 검출된 차량의 움직

임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차량 움직임 추

정에 앞서 차량간 거리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 거리 참

조표를 생성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관심 영역에서 

차량의 그림자를 이용해 차량 후보 객체들을 검출하고, 

모폴로지와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해 객체들 중 유효 차

량을 검출하고 거리 정보를 저장한다. 유효 차량들에 

대해 프레임간 실험 차량에 대한 거리 변화를 계산해 

근접 거리, 측방 접근 속도, 전방 접근 속도 같은 차량 

v1 v2 v3 v4 v5

Table. 1 Experiment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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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추정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는 도

로 주행 동영상들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전방 추돌 

위험들을 검출하는 것으로 수행되었다. 전방 추돌 위험

인 근접 위험, 측방 접근 위험, 전방 접근 위험에 대한 

검출률은 각각 평균 98.8%, 95.8%, 94.4%이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된 근접 위험에서 가장 우수한 검

출 성능을 보여주었고 실패한 위험 검출은 비교적 원거

리에 있는 차량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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