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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  특징  선택기법를 용한 다  최  Adaboost 분류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차량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2 가지 주요 모듈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설치된 카메라의 사이트 

모델링을 이용한 상 스 일링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  DDISF(Distance Dependent Image Scaling Factor) 

모듈이며, 두 번째는 차량과 카메라의 거리에 응하는 최  Haar-like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인식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96.43% 의 

인식률과 약 3.77%의 오검출이 발생하 다. 이러한 성능은 기존의 표  Adabooost 알고리즘에 비하여 각각 

3.69%와 1.28% 의 성능을 개선한 것이다.

ABSTRACT

A new vehicle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the multiple optimal Adaboost classifiers with optimal feature selection is proposed. 

It consists of two major modules: 1) Theoretical DDISF(Distance Dependent Image Scaling Factor) based image scaling by site 

modeling of the installed cameras. and 2) optimal features selection by Haar-like feature analysis depending on the distance of the 

vehicles.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improved recognition rate compare to the previous methods for 

vehicles and non-vehicles.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about 96.43% detection rate and about 3.77% false alarm rate. These are 

3.69% and 1.28% improvement compared to the standard Adaboost algorit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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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상처리  

이해를 통한 응용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실

생활에 이용하기 한 컴퓨터 비  연구가 다양한 분

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비 의 가장 표 인 

응용 분야로서 출입통제시스템, 공항검색시스템, 지능

형 상감시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자통

 시스템, 화물차량 리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국내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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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수가 2010년 1,794만 에서 2.8% 증가한 

1,844만 로 집계되고 있다[1]. 효율 인 교통 흐름 

리를 하여 상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감시 시스템들은 입력되는 상으로부터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한 데이터 제공자로 활용됨으로써 

부분 사후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

 방  사고 후 발생되는 2차 사고 방지를 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터  내에 사

고는 부분 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즉각 인 상황인

식  신속한 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한 인 , 

물  피해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국

토 리청 등과 같은 도로 유지 리 기 에서는 터  

사고에 처하기 한 상기반 사고감지시스템을 일

부 설치하여 운 하고 있으며, 차 확 될 망이다

[2].

차량에 한 정보는 차량의 움직임, 거리에 따른 

크기 변화, 차량의 종류에 따른 외형, 색정보, 다른 객

체와의 겹침, 실내  실외 조명, 카메라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차량인식 

일련의 과정들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

다[3]. 차량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 후보 역 

검출 기법에는 경계[4], 그림자[5], 칭성[6], 코  검

출[7] 그리고 배경모델[8-10] 등이 있다. 

차량 인식기법은 PCA(principal componet 

analysis)[11],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12],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13], 신경회로

망[14], 서포트 벡터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15]. Adaboost(Adaptive boost)[16-17] 등이 

있으며 주로 서포트 벡터 머신과 Adaboost 가 사용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시간을 다소 소요되지만, 구

이 용이하고 성능이 우수한 Adaboost 학습에 의한 

차량 검출기를 기본 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환경에 따라 거기에 따른 차량 후보

상의 스 일링 라미터를 구하여 상의 크기를 정

규화하 다. 이후 거리별 상의 해상도가 히 달

라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거리별 Haar-like 

분석을 통하여 검출율과 오분류을 최 화하고자 한

다..

Ⅱ. 상기반 차량 검출

차량을 검출 는 인식하는 과정은 일반 으로 2단

계로 나  수 있다. 그림 1은 일반 인 차량 검출 

는 인식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상 내에서 차량이 가지는 특징을 기반으로 차량 후

보 역을 검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후보 역에 

하여 차량 여부를 결정하고 검증한다. 

그림 1. 차량 검출 는 인식 과정
Fig. 1 Process of detection or recognition of vehicles.

2.1. 차량 후보 역 검출

차량 후보 역을 검출하는 방법은 경계선(edge), 

그림자, 칭성 모서리(corner) 그리고 배경 추정 등

의 방법들이 있으며, 차량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부

분 인 특징들을 가지고 차량 후보 역 검출한다. 한 

가지 특징 으로 차량을 검출할 수 있지만 일반 으

로 에지를 포함한 다른 특징 들을 같이 활용하는 경

우가 많다. 

2.2. 차량 인식 방법

차량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Adaboost 알고리즘(adaptive boosting 

algorithm)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SVM은 일반 인 

별 분석방법으로 경험 인 험을 최소화와 달리 

구조  험 최소화를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

법으로써 패턴을 고차원의 특정 공간으로 사상시키는 

방법이다. 차원의 벡터공간에서 분류 공간 간의 모
든 들 사이의 거리가 최 가 되도록 만들어진 분류 

평면을 구함으로써 객체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은 

SVM의 기본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두 그룹이 주

어졌을 때, 각각의 데이터 간 거리를 측정하여 두 개

의 심을 구한 후 최 의 평면을 구함으로써 두 

그룹을 분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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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반의 방법 에서 자체 인 학습 샘 을 가

지고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이 Adaboost 알고리즘이

다. Adaboost 알고리즘은 얼굴 검출, 보행자 검출, 차

량 검출, 번호  검출 등 이진 분류 문제에 하여 뛰

어난 성능을 보인다.

L1

L2

그림 2. SVM 개념
Fig. 2 Concept of support vector machine

 그림 3은 Adaboost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을 나타

내고 있다. Adaboost 알고리즘은 Haar-like 특징, 

분 상 그리고 계층(cascade) 구조를 도입하여 연산

량을 감소시키고 높은 검출 성능을 보이도록 설계되

었다. 

Learning Process
Feature Set

Training set
1. Positive 
2. Negative

AdaBoost procedure

vehicle

The final strong classifier
Weak 

Classifer 1
Weak 

Classifer 1
Weak 

Classifer 1

The final strong classifier

non
vehicle

그림 3. Adaboost 알고리즘 개념
Fig. 3 Concept of adaboost algorithm

약한 분류기(weak classifier)를 반복 인 학습과정

에서 순차 으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별력이 뛰어난 

강한 분류기(strong classifier)를 생성한다. 학습시간

이 길고, 데이터에 의존 이라는 단 이 있지만 기존

의 알고리즘들에 비하여 높은 정확성 그리고 응형 

알고리즘이라는 장 을 갖고 있다.

Ⅲ. 제안하는 차량 검출 방법

제안하는 차량 검출 방법은 2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

어진다. 첫 번째는 Distance Dependent Image Scaling 

Factor(DDISF)에 의한 상 스 일링 방법이다. 사이

트 모델링(site modeling)을 통한 이론 인 DDISF에 

의하여 거리별 상을 스 일링한다. 객체를 기 으로 

근거리 상은 축소하고, 원거리 상은 확 하여 체 

차량 상을 이론 으로 크기를 정규화한다. 원거리에

서 최소 Haar-like 특징 크기보다 작아지면 검출 성능

이 상당히 하된다. 이 경우 DDISF에 의하여 차량을 

확 하면 차량 인식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DDISF 즉, 

객체의 정규화를 한 스 일링은 식 (1)과 같다. 객체

의 크기와 거리 그리고 검출되는 부 도우

(sub-window)와의 계를 나타낸다.

 ×  ×




 

  

min


×

(1)

는 차량의 크기, 이  상과 재 상에서 차

량 실제 거리 , 는 카메라와 객체 차량과의 거리

이다. 는 2.0에서 2.5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이다.   

상의 크기 즉 폭을 의미한다. min는 Haar-like 특

징 크기, 는 스 일링 라메터, 는 스 일링 단

계 지수(step index), 그리고 는 Haar-like 특징의 

수이다. 가 0이 되면 이론 인 최  검출 거리는 

min로 추정할 수 있다[19]. 

두 번째는 Adaboost 알고리즘에서 Distance 

Dependent Optimal Feature Selection(DDOFS)에 의

하여 최  특징을 선택한다. 다수의 특징을 학습시키

는 것이 아니라, 거리별 Haar-like 특징을 분석하여 

검출율과 오분류율에 최 인 특징을 선택하여 학습한

다. 그림 4의 Haar-like 특징 14 가지 모두를 학습하

여 검출하고, 선택 빈도에 따라서 특징들을 내림차순

으로 정리한다. 상에서 거리, 특징수, 검출율과 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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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율의 계를 분석하여 0∼50m 는 9가지 특징, 50∼

100m는 7가지 특징, 100∼150m는 7가지 특징이 선택

되었다. 거리별 선택된 특징수는 각각 단일 분류기를 

구성하여 강한 분류기를 만든다.

1

category

2

3

4

그림 4. 일반 인 Haar-like 특징
Fig. 4 General Haar-like features

표 1은 그림 4의 Haar-like 특징으로 학습하 을 

때, 각 특징들이 약한 분류기로 선택되는 확률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4의 Haar-like 특징들 에서 1.(a), 

1.(b), 2.(a), 2.(b), 2.(c), 2.(d) 그리고 4.(a) 특징이 선

택되는 확률이 약 95% 이다. 나머지 특징들은 거의 

선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카메라와 차량 간의 거리가 0∼50m에서 

선택된 Haar-like 특징 에서 선택 빈도가 높은 것

으로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선택 빈도 순

서에 따라 특징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학습상의 오분

류율과 실제로 테스트한 오분류율을 비교하 다. 마른

모 표시 그래 는 학습에서 측된 특징수에 따른 오

분류율이고 사각형 그래 는 실제 환경에서 실험한 

오분류율의 결과이다. 특징 수가 증가하면 오분류율이 

감소하고 특징수가 9개 이상부터는 오분류율은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9개 특징이 최 의 특징이 됨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거리별 Haar-like 특징에 

하여 기존의 Adaboost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

리즘의 훈련 시간의 비교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종래의 Adaboost 알고리즘에 

비하여 훈련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Features Selected 
Probability.

Feature Selected 
Probability

1.(a) 25.25 2.(e) 0.25

1.(b) 40.64 2.(f) 0.17

1.(c) 1.02 2.(g) 0.2

1.(d) 0.98 2.(h) 0.17

2.(a) 6.57 3.(a) 0.87

2.(b) 7.27 3.(b) 0

2.(c) 5.62 4.(a) 6.45

2.(d) 5.64

표 1. Haar-like 특징 선택 확률
Table 1. Selected probablities of Haar-like features

0.01

0.06

0.11

0.16

0.21

0.26

0.31

0.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daBoost_Test

AdaBoost_Training

er
ro

r r
at

es

# of ordered  features

그림 5. 분류기의 개수와 오분류율(감지거리 0∼50m)
Fig. 5 Number of features and false alarm 

rates(detection distance 0∼50m)

Distance
Number of 
Features

Training Period
(hour:minute:second)

Viola DDOFS DDOFS
and DDISF

0～
50m

7 00:10:25 00:15:08 00:21:22

9 00:21:48 00:32:44 01:08:45

15 01:15:31 - -

50～
100m

7 00:08:18 00:12:07 00:18:39

9 00:17:51 - -

15 00:45:11 - -

100～
150m

7 00:07:26 00:10:21 00:15:49

9 00:15:34 - -

15 00:41:42 - -

표 3. 훈련시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train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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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 이션 결과  검토

제안하는 차량 검출 방법  비교 상 알고리즘들

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당 28 임의 

1280x720 상을 촬 하여 실험하 다.

Intel(R) Core(TM)i5-2500 CPU ⓐ3.30GHz, 4GB 

RAM, Window7 PC를 사용하 으며, Visual 

Studio2010과 상처리 공개 라이 러리인 OpenCV를 

사용하여 구 하 다. 

표 2는 DDOFS 선택 방법으로 평균 1.56%, 

DDOFS와 DDISF 용 방법으로 평균 3.69%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Algorithm Viola DDOFS
DDOFS+
DDISF

A tunnel 90.12 92.74 93.37

B tunnel 99.14 99.09 98.84

C tunnel 88.18 91.23 94.91

D tunnel 92.25 94.30 97.65

Average 92.74 94.3 96.43

표 2. 차량 검출 성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vehicle detection rates

그림 6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검출된 결과이다. 

빨간색, 란색, 록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은 

Haar-like 특징이 선택된 치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사이트 모델에 의한 이론 인 

DDISF에 의한 상스 일링 방법, Adaboost 알고리

즘에서 거리별 최  DDOFS 특징 선택 방법이다. 성

능 평가는 Viola 방식, DDOFS특징 선택 방법 그리고 

DDOFS와 DDISF 용 방법을 비교하 다. 

거리별 오분류를 최소화하기 하여 사용되는 특징

의 개수는 각각 9, 7, 7 이다. 시뮬 이션 결과 

DDISF에 의한 상 정규화 데이터 결과를 기존 

Adaboost 알고리즘에 용하 을 때, 100∼150m 

역에 2.12% 개선을 가져왔다. 여기에 거리별 

Adaboost 알고리즘을 추가로 용하 을 때, 기존 방

식보다 평균 3.69% 의 차량인식 성능을 개선하 다. 

0∼50m 거리에서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50∼

150m의 거리에서는 성능 향상을 있었으며, 50∼

100nm, 100∼150m에서는 각각 약 1.49%, 2.25% 차량

인식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그림 6. 제안하는 차량 검출 방법의 검출 결과
Fig. 6 Detec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학습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구

이 용이하고 성능이 우수한 Adaboost 알고리즘의 거

리별 최  특징을 선택하여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차량 검출 방법으로 2 가지 측면에서 성

능을 개선하 다. 첫 번째는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환경, 즉 거리에 따른 차량 후보 역의 스 일링 계수 

DDISF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후보 상의 크기

를 정규화하 다. 두 번째 거리별 상에 해상도가 

히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거리별 Haar;like 특징을 분석하여 검출율은 높이

고 오분류율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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