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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 차량의 자동검출은 충돌회피, 자동운행제어 그리고 자동 헤드램  조정 등의 고  운 지원시스템의 

통합 요소이다. 주야간 상 없이 방 차량 자동 검출과 운행 상태를 인지하는데 있어 후미등은 요한 역할

한다. 그런데, 많은 운 자들이 차량의 후미등 상태를 알지 못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미등에 이

상이 있는 차량에 하여 자동으로 후미등 이상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처리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의 후미등 상태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톨게이트 등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검출하기 하여 배경추정기법, 옵티컬 로우(optical flow) 그리고 Euclidean 척도를 이용한다. Lab 색좌표에

서 집  맵(saliency map)을 용하여 차량에서 후미등 역을 검출하고 상태를 정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상을 이용하여 후미등 상태인식 실험을 하고, 제안하는 방법이 운 자에게 후미등 상태 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Automatic detection of vehicles in front is an integral component of many advanced driver-assistance system, such as collision 

mitigation, automatic cruise control, and automatic head-lamp dimming. Regardless day and night, tail-lights play an important role 

in vehicle detecting and status recognizing of driving in front. However, some drivers do not know the status of the tail-lights of 

vehicles. Thus, it is required for drivers to inform status of tail-lights automatically. In this paper, a recognition method of status of 

tail-lights based on video processing and recognition technology is proposed. Background estimation, optical flow and Euclidean 

distance is used to detect vehicles entering tollgate. Then saliency map is used to detect tail-lights and recognize their status in the 

Lab color coordinates. As results of experiments of using tollgate video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to 

inform status of tail-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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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하드웨어의 고속화와 다양한 소 트웨어 랫

폼이 제공되면서 상처리  이해를 통한 응용서비

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상처리  이해 시스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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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표 인 응용 분야로서 CCTV기반의 보안감시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공항검색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자통  시스템, 화물차량 리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효율 인 

교통흐름 리를 한 상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

하면 2011년 국내 차량 등록수가 2010년 1,794만 에

서 2.8% 증가한 1,844만 로 집계되고 있다[1]. 한 

미국의 자동차 안 련 발표에 의하면 후방 충돌 검

출과 방지가 도로안 과 사고방지를 하여 요한 

소요임을 밝히고 있다[2]. 소비자의 안 에 한 인식

이 높아지고 보험사는 많은 사고가 후방 충돌에 의하

여 발생하고 있음 인식함에 따라 후방 충돌을 피하거

나 일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

로 상되고 있다[3]. 충돌 방지를 하여 자동차 제

조사들도 RADAR, LIDAR 등의 능동시스템을 도입하

고 있으며, 방 카메라를 이용한 충돌 방지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3-8]. 

후미등이 고장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흙이나 매연으

로 오염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지, 차로변

경, 추월 등의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

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밤에는 더욱 험하다. 그런

데, 운 자 본인은 자신의 차량 후미등의 고장 여부를 

직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톨게이트 등에서 후방 

안 기 을 미충족하는 후미등 불량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운 자에게 알려주는 안  운행 지원시스템

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안  운행과 교통사고를 

방하기 하여 후미등 불량 차량을 CCTV 카메라 

상을 분석하여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비정상 인 후미등 검출 방법은 배경추정기법과 학

 흐름기법을 이용한 차량 검출과정과 비정상 인 

후미등을 별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차량을 검출하

기 하여 GMM(Gaussian mixture model)기반의 배

경추정(background estimation)기법을 용하고, 옵티

컬 로우(optical flow) 기법과 Euclidean 척도

(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여 차량을 검출한다. 그

리고, 집  맵(saliency map)과 이블링(labeling)을 

이용하여 후미등을 검출하고, 후미등의 이상 여부를 

정한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비정상 인 후미등을 검출하는 실험을 하 다. 

Ⅱ. 상기반 후미등 상태인식 개요

일반 으로 차량의 후미등을 검출하는 방법은 야간

에 방 차량을 자동으로 검출  추 함으로써 차량

의 안  운행 지원을 하여 개발되었다. 일반 인 후

미 검출은 후미등의 색정보를 주로 활용하 다. RGB 

색좌표계에서는 R, G, B 각각이 높은 상 계가 있

어, 색상 구분 효율성을 높이고 계산량을 이기 하

여 Lab 는 YCbCr좌표계를 이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후미등 상태 인식 방법은 그

림 1의 흐름도와 같이 구 된다. 차량을 검출하기 

하여 GMM을 이용하여 배경을 추정하고 그림자 등에 

의한 향을 이기 하여 옵티컬 로우을 이용하

여 차량을 검출하고 Euclidean 척도를 활용하여 차량

을 추 한다. 후미등 검출을 하여 Lab 색좌표에서 

분석과 집  맵을 활용한다. 이블링을 통하여 잡음

을 제거하고 후보 역을 설정하고 후미등 상태를 인

식한다.

그림 1. 제안하는 후미등 상태 모니터링 방법의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the proposed tail-light status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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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량검출 방법

입력 상으로부터 다수의 배경객체를 검출하기 

하여 Stauffer와 Grimson[9]이 제안한 GMM기반의 

배경추정기법을 용한다. GMM기반의 배경 모델링

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은 혼합 모델의 갯수 는 재 픽셀 값 

 , 와   는 시간 에서 번째 Gaussian 모델

의 가 치, 평균과 공분산행렬을 나타낸다. 일반 으

로 은 3∼5 사이의 개수를 사용하여 표 한다[10].

  개의 Gaussian 모델들 에서 식 (2)의 조건을 

만족하는 Gaussian 모델을 배경모델로 이용한다. 

 argmin




  (2)

이 때 Gaussian 모델들이 합도, 를 이용하

여 정렬 후 사용한다.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높은 가 치가 배경일 가능성이 높고, 분산

이 을수록 정 이므로 마찬가지로 배경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GMM 모델을 용하여 분리된 객체( 경) 에서 

그림자 는 주변 조명의 변화에 의한 오검출이 발생

한다. 그림자를 차량으로 검출하는 경우에는 후미등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옵

티컬 로우를 용하여 방향 벡터를 확인하여 차량

여부를 단한다. 옵티컬 로우 특징 벡터의 크기가 

임계값이상이면 차량으로 단한다. 배경으로부터 분

리된 객체에 하여 옵티컬 로우를 구하기 때문에 

계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한, 움직이는 차량을 추 하기 하여 식 (3)과 

같이 Euclidean 척도[11]를 구하여 차량을 추 한다. 

와 는 차원에서의 을 나타낸다.

      









  


(3)

식 (3)을 이용하여  와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두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12]. 본 논문에서

는  수식을 이용하여 이  임에서 검출된 차량

과 재 임에서 검출된 차량들의 심좌표를 이

용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치에 있는 차

량을 동일한 차량으로 단하고 추 한다. 

그림 2는 후미등 검출  상태 인식하는 과정 단계

별로 나타낸 것이다. (a), (b), (c) 차량검출을 한 단

계별 결과로써, (a)는 GMM을 활용한 배경추정 결과

이며, (b)는 옵티컬 로우를 계산한 결과이다. 차량

의 경우 일정한 방향으로 옵티컬 로우 벡터가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Euclidean 척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추 한 결과이다. 

(a) GMM 배경추정 모델에 의한 경 추출 결과
(a) A result of extracting foreground with GMM 

backround estimation

(b) 차량의 옵티컬 로우
(b) Optical flows of a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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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클리디안 척도를 이용한 차량 추
(c) Vehicle tracking with Euclidean distance

그림 2. 제안하는 차량검출 단계별 결과
Fig. 2 Each result of vehicle detection

Ⅳ. 후미등 검출  상태인식 방법

빨간색의 후미등을 검출하기 하여 RGB 색좌표 

입력 상을 Lab 색좌표계로 변화여 a 역의 이미지

를 이용하여 후미등 역을 구분한다. 

후미등을 검출하기 하여 집  맵(saliency 

map)[13]을 이용한다. 집  맵은 식 (4)와 같이 입력 

상의 심 역(ROI, Region of Interest)에 하여 

체 평균 상 와 Gaussian 필터링한 상 

 의 차 를 얻는다. 

     (4)

를 집  맵(Saliency map)이라고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경과 구분되는 객체를 추출하는데 활용한

다. 집  맵은 평균 상과 Gaussian 필터 상의 차이

기 때문에 부분의 배경을 포함하는 평균 상으로부

터 돌출된(saliency) 역의 값이 크게 나타난다[14]. 

임계값을 히 조 하면 배경으로부터 객체를 추출

하는데 효과 이다.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차량은 

이크를 작동하게 되고 후미등이 켜지기 때문에 차량 

역 내에서 후미등 역은 돌출된 특징을 갖는다. 집

 맵을 용하여 검출된 후미등 역의 잡음을 제거

하고 좌우 후미등을 각각 1개로 구분하기 하여 

이블링을 용한다.

차량 역내에서 간을 기 으로 좌우 역 내에 

각각 후미등 역이 나타나면 정상으로 간주하고, 좌

우 역 내에 후미등 역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별한다.

(a) 집 맵 분석 결과
(a) A result of saliency map analysis

(b) 이블링 결과
(b) A result of labelling

(c) 후미등 검출 결과
(c) A result of tail-light detection

그림 3. 제안하는 후미등 상태인식 방법의 각 단계별 
결과

Fig. 3 Each result of proposed tail-light status 
recogni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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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후미등 검출  상태 인식하는 과정 단계

별로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후미등 검출  

인식 결과이다. (a)는 검출된 차량 역 내에서 후미

등을 검출하기 하여 집  맵을 용한 결과이다. 후

미등이 켜지는 경우에는 차량 역 내에서 다른 역

에 비하여 후미등 역이 돌출된 특성을 나타낸다. 

(b)는 잡음을 제거하고 2개의 후미등을 인식하기 

하여 이블링을 한 결과이다. (c)는 차량 내에서 후

미등 역을 검출하여 흰색으로 표시하 다. 차량의 

역내에서 간 지 을 기 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후미등 역이 나타나면 정상으로 단한다. 

Ⅴ. 시뮬 이션 결과  검토

제안하는 후미등 검출  상태 인식 시스템에 한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톨게이트의 상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Intel(R) Core(TM)i5-2500 CPU ⓐ

3.30GHz, 4GB RAM, Window7 PC를 사용하 으며, 

Visual Studio 2010과 상처리  인식을 한 공개 

라이 러리인 OpenCV의 일부 함수를 이용하 다. 

표 1은 주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승용

차, 트럭, 컨테이  트럭 68 에 하여 실험한 결과

이다. 2개의 후미등이 모두 고장난 차량은 실험 기간 

동안 2  정도로 많지 않았다.

Status of tail-lights
Number of 

vehicles

Number 

of 

detected 

vehicles

Detection 

rates

(%)

Normal 58 52 89.7

A light abnormal 8 5 62.5

2 lights abnormals 2 1 50.0

Total 68 58 67.4

표 1. 차량 후미등 상태 인식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recognition of 

tail-lights status.

정상차량 58 에 하여 52 를 정상으로 정하여 

89.7%의 검출률 결과를 얻었다. 1개의 후미등이 고장

난 차량 8  에서 5 를 1개 이상 차량으로 검출하

여 62.5%, 2개의 후미등이 모두 고장난 차량 2 에 

해서는 1 를 정상 으로 검출하여 50%의 검출률

을 얻었다. 후미등이 정상인 차량, 1개의 후미등이 비

정상인 차량, 2개의 후미등이 비정상인 차량을 각각에 

한 검출률의 평균은 67.4% 이다. 후미등에 이상이 

있는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률이 체 으

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2개의 후미등이 모두 비정상

이 차량은 68  에서 2  밖에 되지 않고 이 에서 

1 가 검출되어 검출률이 50%이다. 

그림 4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의 후미등 상태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의 (a)는 2개의 후미등이 정

상 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b)는 양쪽 후미등이 모두 

고장이 난 상태이며, (c)는 양쪽 후미등이 흙 등에 의

하여 오염되어 보이지 않는 차량이다. (d)는 오른쪽 

후미등이 고장이 발생한 상태이다. 체로 후미등이 

정상 인 차량은 인식하기 용이하게 리가 되고 있

지만, (b)와 같이 유사한 특징이 없는 경우에는 검출

이 가능하지만 (c)와 같이 다른 물체가 있거나 오염

이 된 경우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a) 정상 차량
(a) Normal

(b) 2개 후미등 불량
(b) 2 lights disorder

(c) 오염된 후미등
(c) Contaminated lights

(d) 1개 후미등 불량
(d) A light disorder

그림 4. 다양한 차량 후미등 상태
Fig. 4 Various status of tail-lights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안 운행을 지원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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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미등 상태를 인식하여 운 자에게 달할 수 

있도록 상기반 차량 후미등 상태 인식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차량 검출, 후미등 검출 

 상태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차량을 검출하기 하여 GMM 기반의 배경추정기법, 

옵티컬 로우와 Euclidean 척도를 사용한다. 후미등 

상태를 인식하기 하여 집  맵과 이블링 기법을 

용한다. 제안하는 후미등 상태 인식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톨게이트로 진입한 차량 68 에 

하여 실험한 결과 정상차량 검출률은 89.7%이며, 한

쪽 후미등의 이상 검출률은 62.5%이고, 양쪽 후미등 

이상 차량 검출률은 50%이다. 한쪽 는 양쪽 후미등 

이상 차량 검출 확률은 56.3% 가 되었다. 향후 기존 

후미등 검출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하고, 후미등 이

상 차량에 한 검출률을 개선과 야간 후미등 상태 

인식에 한 연구개발을 지속 으로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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