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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터  내에서 차량의 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하여 차량 검출  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배경추정으로서 비교  간단한 Running 

Gaussian Average (RGA)를 사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차량검출 단계이며, Adaboost 알고리즘을 용한다. 

상 으로 먼거리의 차량에 한 오검출을 이기 하여 차량의 높이별 부분 특징을 이용하여 차량을 검출

한다. 물체의 부분 특징들이 임계값 이상이면 차량으로 분류한다. 마지막 단계는 차량추  단계이며, Kalman 

필터를 용하여 이동하는 물체를 추 한다.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터  내에서 

차량 검출  추 에 유용한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efficient vehicle detection and tracking algorithm for detection incident in tunnel is proposed. The proposed 

algorithm consists of three steps. The first one is a step for background estimates, low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memory 

consumption Running Gaussian Average (RGA) is used. The second step is vehicle detection step, Adaboost algorithm is applied 

to this step. In order to reduce false detection from a relatively remote location of the vehicles, local features according to height 

of vehicles are used to detect vehicles. If the local features of an object are more than the threshold value, the object is classified 

as a vehicle. The last step is a vehicle tracking step, the Kalman filter is applied to track moving objects.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the proposed algorithm was found that useful to detect and track vehicles in th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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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고속도로  터 은 매

일 수많은 사람과 물류의 이동 통로이며 도시들을 연결

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터 건설은 2001년 528개소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여 2011년 12월말 기  국의 터

 수는 1,465개소로 937개소(177%)가 증가하 으며, 터

연장은 339km에서 1,052km로 714km(211%) 증가하

다[1]. 터  건설의 증가는 터  내 사고 상황에 한 인

지불가, 일방통행으로 인한 우회 불가능, 고속 주행에 따

른 형사고 발생과 형사고로 인한 추가 인 형 사

고의 확 의 험성이 늘어났다. 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조기 감지하고, 안 한 운 을 보장하기 

한 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2-7]. 

본 논문에서는 터 의 장 화에 따라 원거리에 치

한 CCTV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터  내 사고 상황을 

인지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원거리에서 차량 오

검출을 감소시키기 하여 차량의 높이별 부분 특징을 

이용하여 Adaboost 알고리즘을 용하고 차량추 에

는 이동 물체추 에 용이한 Kalman 필터를 사용한다.

Ⅱ. 제안하는 차량 검출  추  알고리즘

제안하는 차량 검출  추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

이 입력 상에 하여 배경추정을 하고, 차량 검출을 

하여 차량의 부분 특징을 이용하고, 차량 추 을 

하여 Kalman 필터를 사용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체 시스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for proposed total system

2.1 Running Gaussian Average (RGA)

배경 추정 알고리즘은 비교  계산량이 은 RGA

를 사용한다. RGA는 Wren 등이 제안한 방법으로 모든 

화소(pixel)에서 배경값이 각 임별로 독립이고, 과

거 개의 화소값이 이상 인 Gaussian 확률모델

(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이루는 것으

로 가정으로 배경을 구성하는 방법이다[8].

임 에서 RGA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임 에서 평균값, 는 시간 에서 

임 상이며, 는 경험  가 치 값이며 0과 1사

이의 값을 사용한다. 의 값에 따라서 배경 상 갱신 

주기가 결정된다. 임 에서 분산을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임 에서 분산이다. Gaussian 확률

모델을 사용하여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화소들이 움직

이는 물체라고 단한다.

     (3)

여기서 는 임계값(Threshold value)이며, 임계값

은 임의의 상수 를 사용하여 로 사용할 수 있다.

RGA는 각 화소에서 평균과 분산을 식 (1)과 (2)를 

사용하여 계산하므로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계산

량이 고, 메모리의 데이터 장용량이 다. Koller 

등은 배경 모델 갱신를 수정하여 식 (4)을 제안하 다

[9]. 

    (4)

여기서 은 경이면 1, 배경이면 0을 갖는다. 이 방

법은 선택  배경 갱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 (1)에서

는 입력 이미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픽셀 값에서 업데이

트를 하는 방법이며, 식 (4)에서는 배경으로 분리된 화소

만 업데이트 방법이다. 배경 모델을 갱신할 때 배경으로 

분리된 것으로 배경 모델을 구성하게 되므로 식 (1)보다

는 식 (4)가 배경 이미지를 잘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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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객체 부분 특징을 이용한 차량 검출

Adaboost 알고리즘은 Freund[10]가 제안한 부스

(Boosting)의 한 방법이다. 여기서는 상 으로 원거리

에서 오검출을 감소시키기 하여 부분 특징 Adaboost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차량의 높이별 부분 특징을 하

클래스로 분류하여 먼  인식하고, 하 클래스에서 물체

의 특징들이 임계값 이상이면 상 클래스에서 최종 차

량으로 분류한다. 부분 특징에 한 클래스 별 Adaboost 

알고리즘 용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안하는 부분 특징 Adaboost 알고리즘
Fig. 2 Block diagram for proposed hierarchical 

adaboost algorithm

실제 차량에 용해보면, 그림 3의 이미지를 사용하

여 그림 4와 같이 차량의 면, 후면 이미지들을 높이

별로 , 간  아래 세부분으로 특징을 세분화하여 

차량의 부분별 특징을 먼  인식하도록 하 다. 

그림 3 차량의 앞, 뒤 이미지
Fig. 3 Images for front and rear of a vehicle

그림 4. 제안하는 부분 특징 Adaboost 알고리즘의 
하 클래스 이미지

Fig. 4 lower class image for proposed local features 
adaboost

2.3 차량추 을 한 Kalman 필터

Kalman 필터[11]의 기본 개념은 어떠한 시스템에서 

측정된 값들이 존재할 경우, 이  측정의 사후 확률(a 

posteriori probability)을 최 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 

상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에 측정된 

값들을 모두 장해두지 않고도 사후 확률을 최 화시

킬 수 있다. 신 시스템 상태에 한 모델을 반복 으

로 갱신하고, 다음 반복을 해 해당 모델만 가지고 있

으면 된다. 

Kalman 필터의 이론  구성을 해 세 가지 가정이 

사용된다. 첫 번째는 모델이 되는 시스템은 선형(liner)

이다. 두 번째는 측정에 향을 받는 잡음은 “백색

(white)” 잡음이다. 세 번째는 잡음은 Gaussian 분포를 

따른다. 첫 번째 가정은 시간(k-1)에서의 상태에 특정 

행렬을 곱함으로써 시간 k에서 시스템의 상태를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잡음이 백색이고 가우시안 이라는 

가정은 잡음이 시간에 따른 연 성이 없음을 의미하고, 

잡음의 크기가 평균과 공분산에 의해 정확하게 모델링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잡음 모델은 1차 는 2차 

모멘트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이  측정의 사후 확률을 최 화 시킨다는 의미는 

불확실성(uncertainty)을 가지는 이  모델과 불확실성

을 가지는 새로운 측정을 모두 고려하여 생성한 새 모

델이 올바른 모델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 가정을 갖는 Kalman 필터는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소스 는 다른 소스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결합

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알고 있는 

정보가 존재하고, 이 후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면, 이

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각각의 

정보에 가 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두 정보의 가 치 

조합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갱신할 것인

지를 결정한다.

  (5)

식(5)에서 는 상태를 나타내는 차원 벡터이고, 

  는 이행렬(transfer matrix)로 불리는 ×  행렬

이다. 새로 나타난 벡터 는 제어 입력(control input)

으로 부르는   차원 벡터이며, 시스템 외부 제어 기능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는 ×  행렬이며, 제어 

입력과 상태 변환의 계를 규정한다. 벡터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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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 잡음(process noise)이라고 부르는 랜덤 변수

(random variable)이며, 시스템의 실제 상태에 직

인 향을 주는 임의의 사건이나 힘과 련되어 있다. 

 식에서 는 가우시안 분포 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는 ×  공분산행렬이다. 는 시

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부분의 경우 고정되어 

있다.

일반 으로 측정치 는 상태 변수 의 직 인 

측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하여 차원 측정치 벡터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식 (6)에서 는 ×  행렬이고, 는 측정 오차

(measurement error)이다. 측정 오차 는 가우시안 분

포 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는 

×  공분산 행렬이다.

자동차의 상태는 두 개의 치 변수  와 두 개

의 속도 로 표  할 수 있다. 이 네 개의 변수는 

상태 벡터 의 원소가 된다. 이 경우,   행렬의 형태

는 다음과 같다.

   



 

   
   
   
   
   

(7)

그러나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차의 치 정보만 측

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측정 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8)

그리고 행렬 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9)

일반 으로 자동차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이를 반 하기 하여 의 값

을 잘 설정해주어야 한다. 는 자동차의 치를 얼마

나 정확하게 측정하 는지를 고려하여 의 값도 설정

해주어야 한다. 사  추정은 식 (10)과 같이 구해진다.


    (10)

뺄셈 부호는 새로운 측정치가 들어오기 바로 직

의 시간을 의미한다. 오차 공분산은 
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시간 에서 오차 공분산의 사  추정은 

시간에서의 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11)

식 (11)은 Kalman 필터에서 측을 하는 부분으로, 

이 에 알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측을 한다. 이 식으

로부터 Kalman 이득을 유도할 수 있다. Kalman 이득

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새로 들어온 정보 사이의 가

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12)

Ⅲ.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 을 구 하기 해 실제 터 을 촬

한 당 30 임의 1280 x 720 상으로 실험하 다. 

Intel(R) Core(TM) i5-2500 CPU @ 3.30GHz, window7 

PC를 사용하 으며 Visual Studio2010과 상처리 공개 

라이 러리인 OpenCV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성능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A터  주간, 야

간  B터  주간 상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

다. 각 상들의 터  구조와 조명은 그림 5와 같다.

(a) Tunnel ‘A’ at night 
time

 (b) Tunnel ‘A’ at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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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unnel ‘B’ at daytime

그림 5. 조명  카메라 치에 따른 테스트 
터  환경

Fig. 5 Tunnel environments for test according to lights 
and camera location

표 1은 테스트에 사용한 상들의 일 이름, 비디오 

길이와 체 임의 개수 등 세부 사양을 나타낸다. 

그림 6은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차량을 검출한 결과

를 터  상마다 보여 다. 여기서 빨간색, 록색  

란색 사각형은 각각 , 간과 아래의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 한 , 간, 아래  두 부분이상 임계값이

상으로 검출되면 차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단한다.

표 1. 테스트 상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for test video

File name Video length Video total frame

Tunnel ‘A’ at 

night time 1
0:11:05 19,932

Tunnel ‘A’ at 

daytime 1
0:42:03 75,612

Tunnel ‘A’ at 

daytime 2
1:03:00 113,310

Tunnel ‘B’ at 

daytime 1
0:36:33 65,682

Tunnel ‘B’ at 

daytime 2
0:05:32 9,966

그림 6. 제안 방법의 정확한 차량 검출
Fig. 6. Accurate vehicle detection using proposed 

method

표 2는 제안하는 방법과 차량 체 특징에 해서만 

Adaboost를 용한 기존 방법의 비교결과를 나타낸다. 

표 2에 언 한 숫자는 비디오 상내에 등장한 차량 수

를 나타낸다. 표 2의 정확도를 보기 하여 퍼센트(%)

로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

보다 많게는 “B터 주간 1”에서 12.97 % 높게 나왔으

며, 작게는 “B터  주간 2”에서 0.505 % 높게 나왔다. 

표 2. 제안 방법과 기존 방법 결과 비교(개수)
Table 2. Comparison between proposed and 

conventional method(number)

File name

conventional 

training method
Proposed method total 

number 

of 

vehicle 

objects
Missing Success Missing Success

Tunnel ‘A’ at 

night time 1
2,238 9,600 786 11,052 11,838

Tunnel ‘A’ at 

daytime 1
390 20,478 30 20,838 20,868

Tunnel ‘A’ at 

daytime 2
4,464 16,386 1,062 19,788 20,850

Tunnel ‘B’ at 

daytime 1
2,226 12,300 342 14,184 14,526

Tunnel ‘B’ at 

daytime 2
174 1,014 168 1,020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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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결과 비교(%)
Table 3. Comparison between proposed and 

conventional method(%) 

File name

conventional 

training method
Proposed method

Missing Success Missing Success

Tunnel ‘A’ at 

night time 1
18.905 81.094 6.639 93.360

Tunnel ‘A’ at 

daytime 1
1.869 98.131 0.143 99.856

Tunnel ‘A’ at 

daytime 2
21.410 78.589 5.093 94.906

Tunnel ‘B’ at 

daytime 1
15.324 84.675 2.354 97.645

Tunnel ‘B’ at 

daytime 2
14.646 85.353 14.141 85.858

그림 7과 8은 “A터  야간1” 상을 이용하여 

CAM-Shift 알고리즘, Kalman 필터를 각각 용하여 

차량을 추 하고, 차량의 진행 과정에 한 추  궤

을 나타낸 그래 이다. “A터  야간1”에서 CAM-Shift 

알고리즘을 용한 경우 측값에서 작은 오차들이 발

생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모든 터 환경에서 실

제측정값과 거의 유사한 추  궤 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7. “A터  야간1”에서 CAM-Shift 치 추  궤
Fig. 7 Trajectory tracking using CAM-Shift with “tunnel 

‘A’ at night time 1”

그림 8. “A터  야간1”에서 Kalman 필터 치 추  
궤

Fig. 8 Trajectory tracking using Kalman filter with 
“tunnel ‘A’ at night time 1”.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터  내에서 발생하는 유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한 효율 인 차량 검출  추  알고리

즘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부분 특징 Adaboost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기존의 Adaboost보다 차량 검출 성공

율이 최  12.98 %, 최소 0.505 % 증가하 다. 따라서 

터  안의 먼거리 차량 인식에 부분 특징 Adaboost 알

고리즘 방법이 효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와 연동한 Kalman 필터를 이용한 차량 추 도 모든 터

환경에서 실제측정값과 거의 유사한 추  궤 을 보

여 차량의 추 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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