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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스마트 주차 시스템

사용자 친화적인 첨단 주차장은 모든 주차장 공간

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감시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며,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첨단 주

차장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편의 서비스는 빈 주차공

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나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차량의 주차 위치를 파악하고, 차주가 원하

는 경우 주차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주차 공간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주차된 차량의 상태에 따라 차

량의 번호판을 잘못 인식할 수 있다[1]. 하지만 모든 

주차 공간을 감시하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존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를 이용하여 차량을 추적하고 최종 주차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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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1.2 어안 렌즈 카메라를 이용한 차량 추적 및 영역 검
출
일반적인 영상 감시 시스템은 감시 공간의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 추적, 인

식한다. 이때 적은 수의 카메라로 넓은 공간을 감시

하기 위해 어안렌즈(fisheye lens)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어안렌즈를 통

하여 획득한 영상에서는, 객체가 카메라와 가까운 영

상의 중심에 올수록 객체의 크기가 커지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감시대상이 차량인 경

우 그 형상이 영상의 중심부에서는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영상의 외곽에서는 찌그러진 사각형 모

양이 된다. 어안렌즈를 통하여 획득한 동영상에서 객

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레임에서 객체의 

영역을 갱신하고, 갱신된 영역에서의 추출한 객체 정

보를 이용하여 다음 프레임에서 객체의 위치를 추적

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실시간 차량 추적 및 영역 검출 방법
적은 연산량으로 구현 가능한 객체 추적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시간으로 배경을 학습하면서,

학습된 배경과 현 영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전경 블랍

(foreground blob)을 검출하고, 블랍 단위로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2,3]. 블랍 단위의 객체 추적은 

객체 크기와 형상의 변화에는 강인하지만, 다수의 객

체가 하나의 블랍으로 겹쳐지는 경우 블랍을 분리하

고 추적하는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헤드라

이트를 켜고 움직일 때 차량 영역뿐만 아니라 헤드라

이트가 비춘 노면도 전경 블랍으로 검출하는 문제점

이 있는데, 차분영상의 히스토그램을 클러스터링하

여 헤드라이트가 비춘 노면과 차량을 분리하여 해결

하였다[4].

적은 연산량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다른 방법으로

는 이전 프레임의 객체 영역에서 생성한 밝기의 히스

토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프레임에서 객체의 영역을 

갱신하는 캠시프트(Continuously Adaptive Mean

Shift) 방법이 있으며[5], 객체 영역의 밝기 히스토그

램과 배경화소의 밝기 히스토그램을 정보를 융합하

여 객체를 추적하는 베이즈 방법(Bayesian method)

이 있다[6,7]. 이 방법들은 객체의 밝기 분포와 배경

의 밝기 분포가 유사한 경우 객체의 영역이 주변으로 

확장되는 단점이 있다.

객체의 색조와 텍스처(texture)가 배경의 색조와 

텍스처(texture)와 유사한 경우, 객체 경계면의 에지

를 기반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

은 객체의 영역 내부에서 에지를 추출하여 이진 영상

을 만들고, 에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화소의 밝

기를 크게 하는 거리 변환(distance transform)[8]을 

이진 영상에 적용하여 그레이 영상을 생성한다. 생성

된 그레이 영상기반으로 템플릿 매칭을 수행하여 객

체를 추적한다[9]. 이 방법은 객체의 크기 및 형상의 

변화가 일정 범위 이내라는 가정 하에 초기에 설정된 

객체의 영역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용하는 한

계가 있다.

실시간 객체 추적 방법 중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최근의 방법으로는 각각의 프레임에서 객체 추적에 

적합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객

체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10,11]. 특히 그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Zhang 등이 제안한 방법[11]

은 사전에 오프라인으로 학습된 하웨이블릿(Haar

wavelet) 기반 특징 풀(feature pool)에서 배경으로

부터 객체를 분리할 수 있는 특징들을 선택하고, 선

택된 특징들을 이용하여 베이스 방법(Bayes meth-

od)으로 객체를 추적한다. 객체의 형상과 크기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객체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객체의 크기가 심하게 변하는 경우 초기에 

설정한 객체 크기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4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지하 주차장의 천장에 설치된 어안 렌즈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한 동영상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움직

이는 차량을 적은 연산량으로 검출하고 추적하고자 

한다. 실험 환경에서 객체인 차량과 배경인 주차 노

면의 색조와 텍스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차량 

본체와 주차 노면은 모두 매끄러운 표면을 가져 텍스

처를 이용하여 차량과 노면을 차별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Fig. 4. (a1)-(a3) 에서와 같이 천장 조명 기구 

바로 아래의 노면은 밝기가 포화되어 흰색이며, Fig.

5. (c1)-(c3) 에서와 같이 차량 헤드라이트가 집중 조

명하는 노면 또한 밝기가 포화되어 흰색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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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흰색 차량과 포화된 노면의 밝기는 매우 유사하

다. 차량의 색과 형상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을 안정

적으로 추적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텍스처와 색

조는 객체 추적에 이용하기 어렵다.

어안 렌즈로 획득한 영상에서 차량의 형상과 크기

는 Fig. 4의 (a1)-(a3) 와 Fig. 5의 (c1)-(c3) 에서와 

같이 그 변화가 매우 크다. 때문에 차량의 크기 변화

와 형상 변화에 관계없이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블랍을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을 추적

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차량이 단

독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2,3,4,5,6,7]의 방법으로 차

량의 블랍을 추출하고 블랍 기반으로 차량을 추적하

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Fig. 5의 (c1)-(c3) 와 같이 

흰색 차량과 검정색 차량이 마주보고 접근하는 경우

에 [2,3,4,5,6,7]의 방법으로 전경 블랍을 검출하면, 헤

드라이트의 초점이 맺히는 노면과 흰색 차량을 하나

의 전경 블랍으로 검출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10,11]의 온라인 학습 방법은 추적 성능이 매우 우수

하나 차량의 크기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차량의 크기의 변화까지 고려한 다중스케일

(multi-scale) 방법을 적용하면 연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1.5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연속된 영상 프레임에서 차량의 

영역을 갱신하고, 갱신된 영역에서 추출된 차량의 정

보를 이용하여 차량을 추적한다. 객체 추적 전체 흐

름도는 Fig. 1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구현된다.

step 1. 차량의 형상을 사각형으로  근사화한

다. 사각형의 네 경계면을 포함하는 주변 영역에서 

방향성 기울기 히스토그램(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을 생성하고,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차량

의 네 경계면을 추정한다.

차량이 흰색일지라도 차량이 천정으로부터 조명

을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차량 경계 면 주변의 노면에 

약한 그림자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차

량의 경계면  에서는 밝기 기울기(gradient) 값이 차

량 내부나 배경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차량의 경계면을 검출하고

자 한다.

step 2.1 객체의 움직임 추정을 위하여 현 영상 프

레임의 차량 영역 내에서 에지를 추출하여 이진 영상

(binary image) 을 만들고, 생성된 이진 영상에 

거리 변환(distance transform)을 적용하여 움직임 

추정에 필요한 템플릿(template)   을 생성한

다. 본 논문에서는 에지를 추출함에 있어 배경에 의

하여 생성된 에지  는 배제하고 객체에 의하여 

생성된 에지  만을 추출한다.

step 2.2 이전 영상 프레임들에서 추정한 움직임 

벡터들을 이용하여 다음 영상 프레임에서 객체가 위

치할 후보 영역 을 설정한다.

step 2.3 설정된 후보 영역에 거리 변환을 적용하

여 그레이 영상  을 만든다.

step 3 현 영상 프레임에서 생성한 템플릿과 다음 

영상 프레임에서 생성한 그레이 영상을 템플릿 매칭

(template matching)으로 비교하면서 객체의 움직임 

을 추정한다.

2. 본  론
2.1절에서는 각각의 영상 프레임에서 차량을 사각

형으로 근사화하고, 사각형을 이루는 네 경계면을 추

정하여 차량의 영역을 갱신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2.2 절에서는 현 영상 프레임과 다음 영상 프레임을 

비교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1 차량 영역의 갱신Fig. 1. Flowchart of object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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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바라본 차량은 뚜렷한 전후좌우 경계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차량의 모양을 사각형으

로 근사화할 수 있다. 근사화한 사각형을 구성하는 

네 경계면을 추정하여 차량의 영역을 추출한다. 사각

형의 각 경계면은 경계면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영역

에서 방향성 기울기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히스토

그램을 분석하여 경계면을 이루는 직선 방정식의 변

수 값을 추정하여 찾을 수 있다.

2.1.1 후보 차량 영역 설정

이전 영상 프레임에서 구한 차량 영역, 추정한 차

량의 움직임 벡터, 영상에서 차량 위치 변화에 따른 

차량 크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후보 차량 영역을 

설정한다.

이전 영상 프레임과 현 영상 프레임에서 추정한 

차량의 움직임 벡터 는 아래 식 (1)의 자동회귀

모델(auto regressive model)로 갱신한다. 차량은 관

성이 있어 그 움직임이 서서히 변화하며, 연속된 두 

프레임사이에서 추정한 움직임 벡터는 추정 에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1)

 값은 실험을 통하여 정하였으며, 그 값은 0.6으

로 하였다. 차량이 직진 주행하는 경우에는 값을 

크게 하는 것이 좋으며, 차량이 곡선 주행하는 경우

에는 을 작게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차량 후보 영역 생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Fig. 2에

서 굵은 점선의 사각형으로 표현한 이전 프레임에서

의 차량 영역을 식 (1)에서 구한 움직임 벡터 만

큼 이동 시킨다. Fig. 2에서 굵은 직선으로 표현한 

사각형이 이동한 영역을 나타낸다. 초당 15 프레임으

로 녹화하는 동영상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은 연

속된 프레임에서 그 크기와 형상의 변화가 크지 않

다. 하지만 이전 프레임에서 갱신한 차량 영역에 오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후보 영역을 상대적으로 

크게 설정한다. Fig. 2에서 작은 점선으로 표현한 사

각형이 후보 차량 영역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한 

영역을 17% 확장하여 후보 영역으로 선정한다.

2.2 차량 영역 구성하는 전후좌우 경계면의 추정
전후좌우 네 경계면 중에서 좌우 경계면을 추정하

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step 1. 식 (1)에서 구한 움직임 벡터 방향을 차량

의 장축 방향으로 선정한다.

step 2. Fig. 2.(a)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에

서 (a)의 우측에서 예시된 방향성 기울기 히스토그램 

을 생성한다. 히스토그램 생성은 다음과 같다.

  
  ∈   〈∇∥∥ 〉 (2)

식 (2)에서 는 차량의 진행 방향 와 평행

한 직선으로 히스토그램의 축과 교차할 때 교차점의 

좌표 값이  이다.

식 (2)는 직선, , 상의 각 화소에서 밝기 기울

기 벡터 값을 구한 후, 차량의 진행 방향의 성분을 

모두 합한 값이다. 합한 값은 직선이 차량의 경계면

을 지날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된다.

step 3. 히스토그램이 생성되면 히스토그램을 저

역필터로 부드럽게(smoothing)한다.

step 4. Fig. 2 (a)의 히스토그램에서 극대값의 위

치를 찾아 좌우 경계면을 결정한다.

전후 경계면은 Fig. 2(b)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

역에서 기울기 벡터 성분 중 차량의 진행 방향과 수

직인 성분을 모두 합하여 히스토그램 을 생성하

고, 히스토그램에서 극대값의 위치를 찾아 전후 경계

면을 결정한다.

Fig. 3의 (d)와 Fig. 4의 (e1)-(e3), Fig. 5의 (c1)-

(c3)는 제안한 방법으로 찾은 차량의 전후좌우 경계

면을 보여주고 있다.

2.3 차량 움직임 추정
어안 렌즈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서 차량이 움직

이면 차량의 크기와 형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한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 방법은 신뢰도가 

낮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 변환을 적용하여 생성한 

그레이 영상간의 템플릿 매칭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a) (b)

Fig. 2. Four boundary regions in which four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 are buil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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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3. Object Tracking: (a) input image, (b)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 , (c)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 , (d) four boundaries of a vehicle, (e) valid edges in the current frame, (f) valid edges in the next frame, 
(g) the result of distance transform in the previsou frame, (h) the result of distance transform in the current 
frame.

(a1) (a2) (a3)

(b1) (b2) (b3)

(c1) (c2) (c3)

(d1) (d2) (d3)

(e1) (e2) (e3)

Fig. 4. Object tracking and region update (single car movement). (a1)-(a3) input images, (b1)-(b3) ground truth 
images, (c1)-(c3) Yeon method[4], (d1)-(d3) Elgammal method[7], and (e1)-(e3)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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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다.

차량 움직임 추정에 기존의 거리변환 방법[8,9]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였다. 현 영

상 프레임에서 추출한 에지는 객체인 차량에 의하여 

생성된 에지뿐만 아니라 배경에 의하여 생성된 에지

도 포함하고 있다. 차량의 경계면에 에지가 추출되지 

않는 경우, 배경에 의하여 생성된 에지가 거리변환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에 

의하여 생성된 에지는 제거하고 객체에 의하여 생성

된 에지만을 거리변환에 사용하였다.

움직임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ep 1. 2.1.1절에서 정한 후보 객체 영역에서 에지

를 추출한다.

(a) 현 프레임 영상,  , 에서  밝기 기울기의 절대

값이 상위 10%보다 큰 화소를 에지로 선택한다.

  .

(b) 학습된 배경 영상,   ,에서 밝기 기울기의 

절대값이 상위 10%보다 큰 화소를 배경 에지로 선택

한다.    .

(c)    로 선택된 화소 중에서 배경 영상

과 현 영상의 화소 밝기 차이가 임계값보다 크면 배

경 에지에서 제외시킨다.

    if    ≥ .

(3)

(d) 배경에 의하여 생성된 에지를 제외한 현 프레

임에서의 에지를 객체에 의하여 생성된 에지로 판단

하고 유효한 에지로 최종 결정한다.

    if ≡ and  ≡ .

(4)

step 2. 이진 영상에 거리변환을 적용하여 그레이 

영상,  을 생성한다.

   min ′′ ≡ ∥  ′′∥ (5)

 는 화소, 에서, 가장 가까운 유효에

지( ′′≡ ), ′′까지 거리 이다. 유효 에

지에서는 값이 0 이고 에지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증

가한다.

step 3. 이전 영상 프레임의 객체 영역에 구한 

  을 템플릿으로 선정하고 현 영상의 후보 객

체 영역에서 구한  와 템플릿 매칭을 하여 객체

의 움직임 벡터,     ,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min  
∈ 

∥            ∥
(6)

식 (6)은 절대오차의 합(sum of absolute differ-

ence)을 최소화하는 을 움직임 벡터로 추정

한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실험에 사용한 영상 데이터

실내 주차장의 천장에 설치한 어안 렌즈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하

는 동영상은 환경이 다른 두 곳의 실내 주차장에서 

생성하였다. 한 주차장은 조명 기구가 형광등 램프이

며, 주차장 바닥은 노란색조의 연회색의 광택 페인트

로 표면 처리되어 있다. 이 주차장에서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영역 검출 및 추적에 사용할 실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다른 주차장은 밝은 회백색 노

면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사용하였다. 이 주

차장에서는 마주보며 다가오는 두 차량의 영역 검출 

및 추적에 사용할 실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단독 주행의 경우 검정색 차량과 흰색 차량의 주

행을 각각 첫째 둘째 동영상에 녹화하였으며, 검정색 

차량과 흰색 차량이 마주보고 주행하는 것은 셋째 

동영상에 녹화하였다. 총 3개의 동영상을 실험에 사

용하였다.

3.2 비교 실험 방법
어안 렌즈 카메라로 획득한 동영상에서 이동하는 

객체는 형상과 크기의 변화가 크다. 때문에 각각의 

프레임에서 객체의 영역을 갱신하고, 갱신된 영역에

서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객체의 움직임을 추정하

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차량의 영역은 볼록 선체(convex hull) 형상이므

로 차량의 영역이 제대로 갱신된다면 차량의 움직임

의 추정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연속된 프레임에서 객체 영역을 안정적으로 검

출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 객

체의 움직임 추정은 적은 연산량으로 객체의 움직임

을 추정할 수 있는 거리변환 기반의 움직임 추정 방

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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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영역 추출은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두 방법

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비교 방법은 배경학습기반으

로 전경 블랍을 검출한 다음, 배경 영상과 현 영상의 

차분 영상에서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하나의 전경 

블랍으로 묶여 있는 차량 영역과 헤드라이트가 비춘 

영역을 분리하여 객체의 영역만을 추출하는 방법이

다[4]. 두 번째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전 프레

임에서 객체 영역에서의 밝기 히스토그램과 주변 배

경 영역에서의 밝기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현 프레임에서 객체의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

이다 [6].

3.3 실험 결과 
3.3.1 제안한 방법의 단독 차량 추적

차량 추정 영역의 경계면이 포함된 탐색 영역에서 

식(2)를 바탕으로 Fig. 3의 (b)와 (c)와 같이 방향성 

기울기 히스토그램을 생성하였다. Fig. 3의 히스토그

램은 저역필터를 통과하여  부드럽게 한 것이다. 차

량의 네 경계면을 추정하기 위하여 방향성 기울기 

히스토그램의 극대값들로 경계면의 직선의 방정식

의 변수들을 추정하였다. Fig. 3의 (d)는 차량의 네 

경계면을 보여주고 있다. 템플릿 매칭을 위해 이전 

프레임에서와 현재 프레임에서의 차량의 에지를 배

경의 에지를 제거하고 Fig. 3의 (e)와 (f)처럼 추출한

다. 추출된 에지는 차량의 경계와 차량 내부의 에지

만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추출된 에지에 

거리 변환을 적용하여 Fig. 3의 (g)와 (h)와 같이 템

플릿 매칭을 위한 그레이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생성

된 그레이 이미지를 통해 템플릿 매칭을 하여 다음 

프레임에서의 움직임 벡터를 구한다.

3.3.2 단독 주행 차량의 추적 및 객체 영역 검출 비교

Fig. 4와 Table 1,2는 세 방법 모두 안정적으로 차

량을 추적하고 영역을 검출함을 보여 주고 있다. 차

량의 밝기와 노면의 밝기 차이에 따라 영역 검출에는 

성능에 차이가 있다.

배경인 주차 노면과 밝기 차이가 큰 검정색 차량

이 주행하는 동영상에서는, 제안한 방법보다 다른 두 

방법이 영역 검출 에러가 작다. 반면에 노면과 밝기 

차이가 작은 흰색 차량이 주행하는 동영상에서는, 제

안한 방법이 다른 두 방법보다 검출 에러가 작다.

제안한 방법은 차량의 경계에서 밝기 기울기 정보

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과 배경의 밝기 분포에 관

계없이 안정적으로 차량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하

지만 천정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본 차량의 형상은 

사각형에 가까운 유선형 모양이다. 이를 사각형으로 

모델링하고 네 변을 찾아 차량의 영역을 추출하는 

제안된 방법은 최적의 네 경계면을 찾아도 영역 추출

에 에러를 포함하게 된다.

검정색 차량과 같이 차량과 배경의 밝기 차이가 

큰 경우, 제안한 방법은 차량의 네 경계면을 정확하

게 검출하였지만 비교 방법들이 정확하게 차량의 영

역을 추출하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이 에러가 상대적

으로 크다. 흰색 차량과 같이 차량과 배경의 밝기 차

이가 작은 경우, 제안한 방법은 좌우 측면 경계면은 

안정적으로 찾지만, 차량의 전후 경계면은 차량의 전

후 유리창 경계면으로 잘못 찾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에러의 크기는 비교 방법들의 에러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작다.

아래 표는 동영상에서 계산한 거짓 양성 오차

(false accept rate, FAR)와 거짓 음성 오차(false re-

ject rate, FRR)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7)

3.3.3 마주보고 주행하는 두 차량의 추적 및 객체 영

역 검출 비교

흰색 차량과 검정색 차량이 마주보고 주행하는 동

영상에서는 제안한 방법만 안정적인 차량 추적과 영

Table 1. Single black car movement
FAR FRR FAR+FRR

Yeon method[4] 0.233 0.117 4.350

Elgammal method[7] 0.387 0.104 0.491

the proposed method 0.425 0.092 0.517

Table 2. Single white car movement
FAR FRR FAR+FRR

Yeon method[4] 0.648 0.239 4.887

Elgammal method[7] 0.450 0.084 0.534

the proposed method 0.143 0.30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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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검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마주보고 오는 검정

색 차량과 흰색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다른 차량과 

그 주변의 노면을 비추면 두 차량과 헤드라이트가 

비춘 노면이 전부 하나의 전경 블랍으로 검출된다.

이렇게 생성된 전경 블랍을 히스토그램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분해하면, 검정색 차량 영역은 분리되지만 

헤드라이트가 비춘 노면과 흰색 차량이 하나의 블랍

으로 묶이는 문제점이 있다. 베이즈 방법에서는 흰색 

차량의 영역이 헤드라이트가 비춘 노면으로 확장되

고 이는 객체 영역 내에서 밝기 히스토그램이 왜곡을 

가져오면서 영역 검출 에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실험에서는 왜곡된 검출 에러

가 점점 증가하여 차량을 추적하지 못하여 Table 3에

서 비교하지 않았다.

블랍 기본으로 개체의 영역을 검출하는 비교 방법

에 비하여, 제안한 방법은 차량의 네 경계면을 포함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영역을 예측하고, 예측된 영

역에서 생성된 방향성 기울기 히스토그램을 이용하

여 경계면을 추출한다. 이는 차량 경계면에 위치한 

화소들의 밝기 기울기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주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4 연산량
추적 및 검출 대상이 되는 차량은 형상이 사각형 

모양으로 단조롭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해상도

에서도 안정적인 검출이 가능하다. 카메라 영상의 해

상도는 1280×960이지만 객체 추적은 320×240 해상

도로 줄여서 실험을 하였다. 2.80 GHz core i7 CPU

노트북에서 3468 프레임을 처리하여 연산량을 측정

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차량 영역을 갱신하고 움직임 추정

을 수행하는데 약 20ms 소요되었다.

(a1) (a2) (a3)

(b1) (b2) (b3)

(c1) (c2) (c3)

Fig. 5. Object tracking and region update (two cars moving toward each other). (a1)-(a3) Yeon method[4], (b1)-(b3) 
Elgammal method[7], and (c1)-(c3) the proposed method.  

Table 3. Two cars moving toward each other
FAR FRR FAR+FRR

Yeon method[4] 0.437 0.079 4.516

the proposed method 0.348 0.07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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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사용자 친화적인 첨단 주차 관제를 위해서는 주차

장에 진입한 차량을 추적하여 최종적으로 주차한 위

치를 파악해야 한다. 기존의 추적 방법들로는 차량과 

헤드라이트와 주차장 노면간의 유사한 색조와 어안 

렌즈 카메라로 인한 차량의 크기와 형상 변화로 인해 

검출 및 추적이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주차장에 설치된 어안 렌즈 카메라

로 획득한 동영상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동하는 

차량을 적은 연산량으로 추적하고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우선 색조가 유사한 차량

이라도 조명을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생기는 그림자

의 밝기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방향성 

기울기 히스토그램으로 차량의 네 경계면을 찾아 차

량의 영역을 갱신하였다. 다음으로 차량의 영역에 거

리변환을 적용하여 생성한 템플릿과 다음 프레임의 

영상에 거리변환을 적용하여 생성한 그레이 영상간

의 템플릿 매칭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추정하였다. 실

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적은 연산량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차량 추적을 구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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