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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상 처리 기법을 이용한 차량 조수석 탑승자 인식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차량 내
에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동 상을 획득하여 조수석의 탑승자를 모니터링 하여, 조수석에 
탑승자의 존재 유무와 탑승자의 자세 등을 인식한다. 본 논문의 방법은 조수석 역의 불변 특징을 추

출하고 움직임을 검출하여 탑승자의 상태를 인식한다. 실험에서 제안한 방법이 차량의 움직임과 밝기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강인한 인식 방법임을 보 다.   

1. 서론

  자동차의 조수석은 성인, 어린이, 노약자 등이 

탑승할 수 있으며, 탑승자의 자세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상을 이용한 조수석에 탑승자의 

유무, 유형, 자세 등에 한 인식에 한 연구는 

능동 조명, 스테 오 카메라 등[2]을 이용한 방법과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인식[1][2]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1]은 칼라정보를 이용하는 머리특징맵 

(head saliency map)을 사용하 고, [2]는 칼라정보와 

표  인체모델을 이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조수석 

탑승자의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탑승자 

유무를 먼  결정하고, 움직임 검출과 얼굴검출 

방법을 사용하여 탑승자를 인식한다. 이 방법은 

움직임 검출을 사용하고 조명 등 환경변화에 강인한 

특징기반 인식을 사용한다.    

2. 조수석 탑승자 인식

  조수석 탑승자 인식을 해 자동차 안에 카메라 

한 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상을 획득한다. 

획득된 상은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탑승자를 

인식한다. 인식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 , 객체검출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참조 상(Reference)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면 

조수석에 객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불변특징 기반[3]의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림 2와 같이 참조 상과 

입력 상에 해 불변특징들을 추출하여 정합하고 

정합 정도가 작으면 객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객체가 검출되면, 검출된 객체에 해 움직임 

검출을 시도한다. 움직임 검출은 [4]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3은 움직임 검출의 를 보여 다. 

입력 상 시 스에서 움직임을 검출한 결과에 해 

최종 으로 얼굴인식을 진행한다. 얼굴인식은 [4]와 

같이 얼굴의 칼라정보와 불변특징을 이용한다. 그림 

4는 얼굴인식의 를 보여 다. 얼굴이 검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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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탑승자가 아니라 짐과 같은 다른 객체로 

인식된다. 

[그림 1] 조수석 탑승자 인식 알고리즘.

3. 실험결과  토의

  조수석 탑승자 인식을 해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림 2와 같이 상을 획득하 다. 획득된 

상은 동 상이며, 각 상들을 연속 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얻었다. 그림 2는 객체검출의 를 

보여 다. 불변특징을 이용하므로 조명의 변화와 

움직임이 생겨도 비교  좋은 결과를 보여 다. 

그림 3은 움직임 검출 결과를 보여주며, 그림 4는 

얼굴검출 결과를 보여 다. 얼굴검출은 얼굴색상과 

불변특징을 이용하므로 검출 오류가 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조수석 

탑승자의 인식 방법을 제안하 다. 움직임 검출과 

불변특징을 이용하므로 조명과 움직임과 같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강인함을 보 다. 추후 다양한 

환경에서 탑승자 인식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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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 객체 검출: (a) 참조 상과 (b) 입력 상에 해 추출된 

불변특징(상)과 검출된 객체 역(정합되지 않은 부분). 

 

              (a)                     (b)

(c)
[그림 3] 움직임 검출: (a) 참조 상, (b) 입력 상, (c) 움직임이 

검출된 역.  

 

[그림 4] 얼굴 검출: 얼굴의 색상정보와 불변특징을 이용하여 
검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