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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전방 카메라를 이용한 근거리 옆 차선 차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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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차량용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근거리 옆 차선의 차량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근거리

옆 차선의 차량은 상대적 위치에 따라 형태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은 대부분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근거리 옆 차선 차량을 검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정보에 기반한 방법들은 자가 차량을

앞지르는 차량만 검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움직임

정보를 사용하는 대신 근거리 옆 차선 차량이 존재하는 관심 영역의 특징을 이용한다. 이로 인해 근거리

옆 차선의 추월 차량 뿐 아니라 정지해 있거나 나란히 주행하는 차량들 또한 검출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 날씨 및 도로 환경에서 근거리 옆 차선 차량을 효과적으로 검출하였으며 실시간

처리 속도를 보여주었다.

Nearby Vehicle Detection in the Adjacent Lane

using In-vehicle Front View Camera

Yeul-Min Baek†, Gwang-Gook Lee††, Whoi-Yul Kim†††

ABSTRACT

We present a nearby vehicle detection method in the adjacent lane using in-vehicle front view camera.

Nearby vehicles in adjacent lanes show various appearances according to their relative positions to the

host vehicle. Therefore, most conventional methods use motion information for detecting nearby vehicles

in adjacent lanes. However, these methods can only detect overtaking vehicles which have faster speed

than the host vehicle. To solve this problem, we use the feature of regions where nearby vehicle can

appear. Consequently, our method cannot only detect nearby overtaking vehicles but also stationary and

same speed vehicles in adjacent lanes. In our experiment, we validated our method through various

whether, road conditions and real-tim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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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

고 운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vanced Driver Assiatance Systems:

ADAS)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ADAS의 연구는 주로 레이더(Radar)나 라이더

(LIDAR)등의 거리 센서를 이용한 방법들이였지만

최근에는 레이더나 라이더로는 검출이 불가능한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 기법을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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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 차량의 상대적 위치와 영상 내 위치

컴퓨터 비전 기법과의 센서 퓨전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전 기반 차량

검출 방법은 다양한 ADAS에 응용되어 질 수 있는

기술로써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se

Control),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Lane

Change Assist System), 사각 지역 검출 시스템

(Blind Spot Detection System)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ADAS의 특성상 안전 보

장을 위한 매우 높은 신뢰도와 빠른 처리 속도를 필

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 기반 차량 검출 방법

의 연구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

가 차량(Host vehicle)의 근거리 옆 차선 위치에 차량

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차

량용 전방 카메라를 이용한 기존의 차량 검출 방법들

은 차량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출 방법

을 달리한다[1].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가

차량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A)와 (B) 같은

차량들은 영상 내에서 차량의 뒷모양이 전부 보이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비전 기반 차량 검출 방법

들은 (A)와 (B)같은 전방 차량들을 외형 모델(App-

earance model) 기반으로 검출한다. 그러나 (C)나

(D) 차량과 같이 자가 차량의 근거리 옆 차선 위치의

차량들은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차량의 측면

일부가 가려진 채로 보이거나 후면 일부가 가려진

후측면이 보이는 등, 상대적 위치에 따라 외형 변화

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심한 외형 변화로 인해 근거리 옆 차선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출 방법 연구는 중간 거리

차량 검출 연구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방법들은 대부분 차량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

하거나 프레임 간의 차영상(Difference image)을 이

용하여 근거리 옆 차선 위치의 차량들 중 자가 차량

과 속도의 차이가 나는 추월 차량(Overtaking ve-

hicle)들 만을 검출한다. 차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차영상을 구한 후 지정

된 ROI 내에서 차 영상의 크기가 일정 임계치 이상이

면 근거리 옆 차선에 추월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2].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빠른 처리 속

도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가 차량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나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처럼 배경의

텍스쳐가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레임간의 밝기

값이 증가하여 오검출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

한, 프레임간의 밝기값 변화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

거리 옆 차선의 차량의 상대속도가 0에 가까운 경우

는 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배경의 움직임 벡터와 근거리 옆 차선 차량

의 움직임 벡터의 차이를 이용하여 근거리 옆 차선의

추월 차량을 검출한다[3-6]. 이러한 방법들은 차영상

을 이용하는 방법과 달리 배경의 텍스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강인한 검출 성능을 보이지만 근거리 옆

차선의 차량이 신호대기나 주차 등의 이유로 정차해

있는 경우 배경의 움직임 벡터와 구분이 어려워 검출

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차영상을 이용하

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근거리 옆 차선 차량의 상대속

도가 0에 가까운 경우 움직임 벡터의 추출이 용이하

지 않아 검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위의 움

직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앞에서 다가오는 차

량들의 경우 위험 가능성이 적다는 가정을 두고 뒤에

서 자가 차량을 앞질러가는 차량만을 검출하는 제한

적인 형태를 가진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는 대신 입력 영상에서 옆 차선

차량이 출현하는 위치에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설정 하고 해당 ROI 내의 특징으로

부터 근거리 옆 차선 차량의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

2.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근거리 옆 차선 차량 검출 방법의 흐름

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입력 그레이 영상으로부터 도로 영

역의 밝기값을 추정하고 근거리 옆 차선 영역으로

지정된 ROI 영상을 제안하는 유사 극좌표계로 변환

한 영상을 생성한다. 이 후 변환 ROI 영상으로부터

그래디언트 값과 그림자 영역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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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알고리즘 흐름도

그림 3. 입력 영상의 ROI 설정(상) 및 극좌표 변환(하) 그림 4. ROI 영상의 그래디언트 계산

그래디언트 히스토그램, 그래디언트 투영 히스토그

램, 그림자 투영 히스토그램으로 구성된 특징 벡터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아다부스트 분류기를 이용하

여 최종적으로 설정된 근거리 옆 차선 ROI 영역 내에

차량의 존재 유무를 검출 한다.

2.1 ROI 설정 및 유사 극좌표 변환

영상 전체를 스캔하여 목표 차량을 검출 하는 방

법은 계산량의 증가 문제 뿐 아니라 검출 정확도 또

한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입력 영상에서 검출

대상 차량이 존재 가능한 영역을 ROI로 설정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거리 옆 차선 차량들은 차

량의 측면 혹은 측후면 부위가 일부 가려진 형태를

나타내며 같은 차량일 지라도 위치에 따라 형태의

변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다양성을

최소화 하고자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3의 아래 부분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입력 영상의 ROI를 제안하는

방법의 유사 극좌표계를 이용하여 변환 한다. 사용된

유사 극좌표계는 영상의 소실점을 극좌표계의 원점

으로 하고 원점에서 r은 0의 값을 가지며 영상 최외

곽에서 r은 1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입력 영상의

 직교 좌표계와 변환 영상의   유사 극좌표계

의 변환은 식 (1)과 같다.

  cos  sin  (1)

식 (1)에서 와 는 각각 소실점의 x좌표, y좌표

이다.

2.2 특징 추출

제안하는 방법은 차량 검출을 위한 특징들로 그래

디언트 값과 그림자 화소를 이용한다. 우선 앞서 생

성된 근거리 옆 차선 영역으로 설정된 ROI의 극좌표

변환 영상으로부터 경계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소벨

연산자를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수평 방향( 방향)

그래디언트, 수직 방향( 방향) 그래디언트, 그리고

그래디언트 크기 맵(Gradient magnitude map)을 구

한다.

본 논문에서 그림자 화소란 영상 내 도로의 평균

밝기값 보다 어두운 밝기값을 가지는 화소를 의미한

다. 따라서 그림자 화소 추출을 위해 환경에 따라 계

속 변하는 도로의 밝기값을 추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5(a)와 같이 영상의 하단

부를 16×16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블록

들 중 차량이나 차선 등 도로 이외의 물체가 포함되

지 않은 유효 블록들만을 이용하여 도로의 평균 밝기

값을 구한다. 유효 블록의 판정은 식 (2)와 같이 한

블록 내에서 가장 큰 밝기값과 가장 작은 밝기값의

차이가 임계치보다 작은 블록으로 정의된다.

max min  (2)

식 (2)에서 max와 min은 각각 한 블록 내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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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블록 분할

(b) ROI 영상 (c) 추출된 그림자 화소

그림 5. 그림자 화소 추출 과정

그림 6. 그래디언트 특징 추출(좌) 및 그림자 특징 추출(우)

장 큰 밝기값과 가장 작은 밝기값을 나타내며 는

임계치 상수이다. 도로의 평균 밝기값은 식 (2)를 만

족하는 유효 블록들 내에 속하는 화소들의 밝기값

평균으로 얻어지며, 이 평균 밝기값보다 50% 이상

어두운 화소들은 그림 5(c)와 같이 그림자 화소로 분

류된다. 차량 밑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림자는 날씨

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도 도로의 밝기값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도로의 밝기값을 이용하여 적응적

으로 임계값을 결정함으로써 날씨에 상관없이 ROI

내 그림자 화소값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그림자

화소는 ROI내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 그림자 화소의

개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어 매우 유용한 특징값으

로 활용되다. 차량의 색상이 검정색인 경우 차량 또

한 그림자화소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ROI내에 차량

이 존재하는 경우 그림자 화소의 개수가 많아지는

현상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그림자 화

소 분류 방법은 차량 분류를 위한 특징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사 극좌표계로 변환된 ROI 영상에서 차량은 수

직, 수평 방향으로 강한 경계 성분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위의 변환 ROI

영상으로부터 구한 그래디언트 값을 이용하여 HoG

(Histogram-of-Gradient)를 특징으로 추출한다[7].

HoG는 각 방향별 그래디언트의 양을 기술할 수 있지

만 영상의 위치별로 그래디언트의 특징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모양에 대한 기술을 추가하기 위하여

그래디언트 크기 맵을 수평과 수직으로 각각 사영하

여 그래디언트 사영 히스토그램을 얻는다. 본 논문에

서는 HoG의 빈(Bin)의 개수를 12로 설정하며 수평,

수직 그래디언트 사영 히스토그램의 각 bin의 개수

는 5로 설정한다. 각각의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

의 총합이 1이 되게 정규화한다. 또한, 변환된 ROI

영상 내에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디언트 크기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ROI 영상

내 화소별 그래디언트 크기의 총합을 특징으로 추출

한다.

그림자 화소 역시 영상 내 화소의 분포를 나타내

기 위해 수평과 수직 각 방향으로 사영된 히스토그램

을 특징으로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 그림자 사영 히

스토그램의 빈 개수는 5로 설정하며 각각 히스토그

램의 총합이 1이 되게 정규화 한다.

최종 특징 벡터는 앞서 언급한 각각의 특징들을

연결하여 그림 7과 같이 구성된다. 따라서, 특징 벡터

는 그래디언트 크기의 총합, 수평/수직 그래디언트

사영 히스토그램, 수평/수직 그림자 사영 히스토그

램이 연결되며 차원은 33이 된다.

그림 7. 특징벡터의 구성

2.3 아다부스트를 이용한 차량 검출

앞에서 설명한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의

ROI 내에 차량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분류기를 설

계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분류 알고리즘으로 Viola와

Jones의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8]. 즉,

Viola와 Jones의 방법에서 사용한 Haar-like 특징값

대신 앞서 언급한 그림 7의 특징값을 사용하고, 분류

기는 Viola와 Jones가 사용한 아다부스트 분류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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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후드가 부착된 카메라 (b) 전면 유리 설치 후

그림 8. 실험 카메라

(a) 대항 차량 검출 (b) 선행 차량 검출

그림 9. 주행 시험장 검출 결과 영상

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험용 차량을 구성하고, 통제 된 트랙에서의 실험과

다양한 날씨 하의 실제 도로에서의 실험을 수행하

였다.

3.1 실험 환경 구성

알고리즘 테스트를 위해 그림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차량 전면 유리에 후드가 장착된 카메라를 부착

하여 주행 중 영상을 촬영하고 차량 조수석에 설치된

노트북 PC를 이용해 차량 주행 중 알고리즘의 동작

을 테스트 하였다. 이처럼 미리 녹화된 실험용 영상

이 아닌 주행 중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테스트 한

이유는 실험실 내부 환경이 아닌 다양한 도로 환경에

서 객관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함으로 주행 중 실시간으로 처리된 결과 영상을 이용

하여 정량적인 성능을 산출하였다.

실험 차량의 차종은 일반적인 세단 형태의 승용차

였으며 사용된 카메라는 640×480 해상도의 아날로그

인터레이스 스캔 방식으로 초당 25프레임의 촬영이

가능하다. 사용된 렌즈의 화각은 50°이다. 사용된 노

트북의 CPU는 Intel Core2Duo 2.53GHz이고 RAM

용량은 3GByte 이다.

아다부스트 분류기의 훈련을 위해서 다양한 날씨

와 도로 상황을 훈련에 반영하기 위해 실험용 차량으

로 직접 촬영한 맑은 날씨의 고속/시내 도로 영상,

흐린 날씨의 고속/시내 도로 영상, 비 오는 날씨의

고속/시내 도로 영상 총 6가지 영상 클립이 훈련에

사용되었다. 각 영상 클립은 상황별로 편집되어 30분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다부스트 훈련 시 동일한

차량 혹은 비차량 샘플의 반복적 사용을 막기 위해

5초 간격으로 영상 클립을 샘플링 하였다. 이렇게 추

출된 프레임은 총 2160개였으며 왼쪽 차선의 차량과

오른쪽 차선의 차량 출현 빈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을 막고자 각 프레임의 미러링(Mirroring) 영상

을 추가하여 총 4320개의 프레임이 사용되었다. 최종

적으로 아다부스트 훈련에 사용된 차량 샘플은 2152

개, 비차량 샘플은 6488개 였다.

3.2 주행 시험장 성능 평가

실제 도로에서의 실험에 앞서 교통안전공단 자동

차성능연구소의 주행시험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 방법은 그림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통제된 직선 트랙에 검출 대상 차량을 정

차시켜둔다. 이 후 카메라가 장착된 자가 차량으로

검출 대상 차량의 옆 차선을 주행하여 성능을 검증하

였다. 이 때 검출 대상 차량의 정차 방향은 차량의

정측면이 보이는 대항 차량 방향과 차량의 후측면이

보이는 선행 차량 방향 두 가지 종류를 가지며 자가

차량의 주행 속도를 달리해 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영상 클립들의 분량이 각각 30초 내외로

짧기 때문에 성능 산출을 위해 영상 내 모든 프레임

을 사용하였다.

주행 시험장에서의 상세한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

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단지

1-2프레임의 검출 실패만을 보여주었으며 오검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주행시험장의 환경이 도

로와 대상 차량이외의 물체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도

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검출 조건이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제안하는 방

법은 기존의 대부분의 방법들과 달리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지 않아 검출 대상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도

대상 차량의 검출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실도로 성능 평가

실도로 환경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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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행 시험장 검출 성능

차량

방향

상대속도

(Km/h)

검출

차량 개수

오검출

차량 개수

실제

차량 개수

대항

차량

40 15 0 17

60 13 0 13

80 11 0 11

100 6 0 7

선행

차량

40 17 0 18

60 11 0 11

80 8 0 8

100 6 0 6

(a) 맑음/고속도로 (b) 맑음/시내도로

(c) 비/고속도로 (d) 비/시내도로

그림 10. 실도로 검출 결과 영상

표 2. 실도로 검출 성능

환 경
검출률
(%)

오검출률
(%)

검출
차량
개수

오검출
차량
개수

실제
차량
개수

맑음고속
(운량: 8.3)

90.48 3.39 57 2 63

맑음시내
(운량: 3.6)

76.06 5.26 54 3 71

비고속
(강우량:
2mm)

81.03 6.00 47 3 58

비시내
(강우량:
7mm)

65.52 11.63 76 10 116

기 위해 그림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터널, 가드레

일 및 교량 등의 복잡한 환경 조건이 포함되고 다수

의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고속도로 및 시내도로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실도로 상황

에서의 상세한 실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상대

적으로 도로 복잡도가 낮은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비

가 오는 날씨보단 맑은 날씨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준

다. 비오는 시내도로의 경우 도로의 배수 상황이 좋

지 않아 옆 차선에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 물보라가

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 부근의

그래디언트 크기가 작아지게 되어 대상 차량의 미검

출 및 오검출이 많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차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 제

안하는 방법에 비해 비가 오는 경우 비 물줄기와 차

량 와이퍼의 동작으로 인한 잘못된 차 영상이나 움직

임 벡터가 성능에 많은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

된다. 제안하는 방법의 처리 속도는 프레임 당 평균

3ms 이었다.

3.4 고찰

ADAS를 위한 차량 검출 방법들에 있어 기존 알

고리즘들과의 객관적인 성능 비교에는 여러 가지 어

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ADAS를 위한 차량 검출

방법은 연동되는 하드웨어 특성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비

전 기반 차량 검출 방법들의 경우 카메라 센서의 특

성에 따라 알고리즘의 결과가 상이해지기도 하며 카

메라 특성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이 설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방법들이 사용한 도로나 날씨

상황 등의 데이터 셋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방법들에서 명시하는 평가 지표와의 직접적인 비교

또한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객관적

인 알고리즘 성능 평가를 위해 도로의 복잡도 및 조

명 상황이 매우 다양한 상황 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러나 앞으로 ADAS를 위한 차량 검출 연구

분야에서도 얼굴 인식이나 감시 분야와 같이 객관적

인 성능 비교를 위한 방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9,10].

제안하는 방법은 근거리 옆 차선 차량이 출현 가

능한 ROI 내에 차량이 존재하는지 유무만을 검출하

고 ROI내에서 정확한 위치는 검출하지 못한다. 그러

나 ADAS에 적용하기 위해서 ROI내의 정확한 위치

정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근거리 옆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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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경우 차량의 가려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

내에 보이는 차량의 일부분의 위치를 검출하더라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해 월드 좌표(World

coordinate) 상에서 자가 차량과의 상대적 위치를 산

출할 수 없다[11,12]. 따라서, 영상 내에 보이는 차량

의 일부분을 검출하더라도 근거리 옆 차선이 부근에

존재한다는 정보 이상의 것을 알 수 없으며 검출 대

상 차량의 자가 차량과의 상대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존재 유무만으로 차선 변경이나 조향 시 충

돌 위험을 경고하는 등의 ADAS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된 카메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지정한 ROI는 월드 좌표 상에서 폭

1.8m, 길이 4m 정도의 영역으로 차량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ROI 내부에서

차량의 위치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제안하는 방법의 처리 속도는 비록 PC 기반이기

는 하나 프레임당 3ms로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제안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연산 처리

속도가 느린 자동차 ECU(Electronic Control Unit)

로의 알고리즘 이식이 매우 용이함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근

거리 옆 차선 차량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입력 영상에서 근거리 옆 차선의

차량이 출현 가능한 ROI를 설정하고 해당 ROI로부

터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근거리 옆 차선의 차량을

검출한다. 움직임 정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

안하는 방법은 근거리 옆 차선 차량의 움직임에 상관

없이 차량 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움직임 정보 기

반의 기존 방법들이 검출하지 못하는 정지 상태 혹은

나란히 주행하는 근거리 옆 차선 차량들 또한 검출이

가능하다. 비록, 제안하는 방법은 ROI 내의 정확한

차량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근거리 옆 차선 차량의

특성상 출현 가능한 ROI가 매우 작고 차량 형태가

가려짐으로 인해 정확한 위치 측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ROI내의 차량 존재 유무를 검출하는 것만으

로 ADAS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 도로 환경 뿐

아니라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효과적으로 근거리 옆

차선 차량을 검출하였으며 자동차 ECU에 적용 가능

한 처리 속도를 보여주었다.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 내 ROI의 특징값 분류를

이용하여 근거리 옆차선의 차량을 분류한다. 향후 차

량 이외의 보다 다양한 장애물을 이용한 특징값 분석

및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다중 클래스 분류 형태

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특히, 동물 등과 같은 장애물

을 검출하는 것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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