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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deo device is used to gain lots of 

informations in indoor environment. The one of 

informations is the information to identify the 

moving object. The methods to identify the moving 

object are to recognize the face, the gait and to 

analyze the hue histogram of the clothes.  The hue 

data is effective at the environment of multi-video.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existing research 

about to identify the moving object in the 

environment of multi-video and find its problems. 

finally, we present the enhanced methods to solve 

its problems. In the future, the method will be use 

for recognizing the location of object in ubiquitous 

home.    

I. 서론 

  유비쿼터스 홈의 실내 환경에서 상장치를 통해 이

동객체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다. 그

에 이동 객체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는 이동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걸음걸이, 옷의 색상 등을 통해서 신원을 확

인 할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이나 걸음걸이를 통한 신원 확인은 정확

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고 정보의 신뢰기간이 길다. 

하지만 좋은 화질의 상이나 장시간의 상이 필요하

게 된다. 옷의 색상 분석을 통한 신원 확인의 경우 신

원확인 정도의 정확도는 떨어지고 이동객체가 매일 옷

을 갈이 입을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 기간이 짧다. 

  하지만 화질의 단시간의 상을 가지고 확인이 가

능하고, 특히 다  카메라에서 순간으로 지나가는 이

동객체의 신원을 확인 하고자 할 때 효율 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이동객체의 색 정보를 효율 으로 분석하

기 해서는 이동객체의 정확한 검출이 선행되어야 하

고, 잘못된 검출에 한 에러를 최소한으로 여야 한

다. 그리고 각 카메라에서 나온 정보를 비교 할 수 있

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에 해 제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

구와 문제 에 해서 기술한다. 3장에서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결론과 향

후 연구 방향에 해서 기술한다.  

 

II. 련 연구  문제

2.1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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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객체의 옷 색상 분석을 통한 객체의 식별은 이

동객체의 추 과 객체식별을 해서 연구되었다. 공공

장소에서 마약 매자를 구별하기 해 이동 객체의 식

별이 필요하다. 이때 이동객체의  머리, 몸, 다리 역

의 정규화 된 RGB 값의 분석을 통해서 이동객체를 식

별하 다[1]. 실내의 제한된 조건에서 여러 사람을 구

별하고 포지션을 구별하기 해 정규화 된 RGB 와 픽

셀의 모양 형태를 이용해서 각 사람을 식별하 다[2]. 

그리고 한 화면에서 각각의 이동객체의 추 을 해 

HSV 색상 공간에서의 Hue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이동객체를 추 하 다[3]. 

  의 방법들의 경우 카메라가의 거의 고정되어서 배

경이 매우 일정한 경우이다. 다 의 카메라에서 색을 

통해 식별을 해야 할 경우 배경의 많은 변화와 이동객

체의 변화로 인해 색을 통한 이동 객체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  카메라에서의 객체 식별을 

해 HSV에서 정규화 된 H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여

러 상황에도 거의 일정한 색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이

용하여 다 카메라에서의 객체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

다[4]. 

 

2.2 문제

  다  카메라에서 이동 객체 식별 방법은 정규화된 

Hue 히스토그램을 이용한다[4]. 이동 객체가 상 카

메라에 감지되는 시 부터 감지되지 않는 시 까지 그

림 1 과 같이 여러 임이 감지 되게 된다. 항상 모

든 임의 좋을 검출 결과를 보장 할 수 없고 주변 

조명도 변하게 된다.

  

그림 1. 카메라에 감지된 이동객체의 임들

표 1 은 각 임에서 Hue를 9 벨로 정규화하고 

각 벨별 량에 해 정렬 한 후 정렬된 색 벨 

시 스 값을 몇 임에 해 나타내고 있다. 

임 정렬된 벨 시 스

9 2 1 3 4 6 7 5 9 8

10 2 1 3 4 6 5 7 9 8

11 2 3 1 4 6 5 7 9 8

12 2 3 1 4 6 5 7 9 8

표 1. 한 장소에서의 한 이동 객체에 한 9, 10, 11, 

12 임의 정렬된 벨 시 스

9, 10, 11 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임의 벨 

시 스 순 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이동객체의 검출

이 잘못된 경우 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

다. 특정한 임을 가지고 객체식별을 할 때 잘못 

검출된 임을 가지로 식별할 수 있고, 그 결과 이

동 객체 식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III. 제안 방법

3.1 제안 방법

  각 이동객체 검출에서 그림자의 역을 제거 하기 

해 기존에 연구 했던 방법을 사용하 다[5]. 그리고 

여러 임 에서 잘못 검출된 특정 임의 향

을 이기 해 (1) 과 같이 체 임에 해 각 

벨 단 로 H의 량을 더한다. 그 결과 값에서 최

, 최소 량 값을 제외한 평균을 계산해서 각 

벨의 표값으로 한다.

    


 



           
  

                                          

   : k 벨에서의 표 H 량 값

  : F 임, k 벨의 H 량

  : 벨의 수

  : k 벨에서 가장 큰 H 량을 갖는   

              임의 H 량 값

  : k 벨에서 가장 작은 H 량을 갖는  

              임의 H 량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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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정렬된 벨 시 스와 벨의 가 치

1 2 3 1 4 5 6 7 9 8

가 치
0.66

1

0.11

436

0.09

964

5

0.05

236

9

0.03

077

9

0.02

590

6

0.00

97

0.00

327

0.00

297

1

2 2 3 1 4 6 5 7 9 8

가 치
0.48

978

0.15

686

0.15

127

0.06

513

3

0.04

937

0.03

467

0.03

293

7

0.01

302

7

0.00

695

8

3 2 3 1 4 5 6 7 9 8

가 치
0.54

44

0.11

747

0.10

328

0.08

151

1

0.06

382

1

0.05

369

6

0.02

418

6

0.00

616

1

0.00

547

1
그림 2. 실내 환경에서 각기 다른 장소

그림 2 와 같은 실내의 다른 세 장소에서의 (1) 방법

을 통해 각 장소별로 정렬된 벨 시 스는 표 2 와 

같다. 

장소 정렬된 벨 시 스

1 2 3 1 4 5 6 7 9 8

2 2 3 1 4 6 5 7 9 8

3 2 3 1 4 5 6 7 9 8

표 2. 제안된 방법 용 후 장소별 정렬된 벨 

시 스

 

한 장소 나온 여러 임에서 조 씩 다른 벨 시

스 값이 나오거나 효과 이지 못한 검출이 발생 하더

라도, 이러한 검출에 향을 많이 일 수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체로 비슷한 

조명의 환경에서 가능하다.

 

3.2 벨 시 스 비교 방법 

  각 장소에서 나온 정렬된 벨 시 스를 비교 후에 

0에서 1사이의 정량 인 값으로 표  하고자 한다. 1

은 정렬된 벨 시 스가 같은 경우이다. 각 벨의 

요한 정도를 량에 비례 한다고 생각 하 다. 그

래서 각 벨의 량을 (2) 로 계산 하 다. 

  
 



                                  (2)

     

  : 각 벨의 표 H 량의 총 합

   : 각 벨의 가 치 ( 0에서 1사이 값 )

표 3 은 각 벨의 가 치를 계산하여서 나타내고 있

다.

표 3. 정렬된 벨 시 스와 벨의 가 치

그림 3 에서 Sorted_Level_A를 A, Sorted_Level_B를 

B라 하고 Comparision_Value_A을 CS(A, B)나타 냈을 

때 두 벨 시 스의 일치도는 mean( CS(A,B), 

CS(B,A) ) 으로 계산 할수 있다. 

그림 3. 정렬된 벨 시 스의 비교 방법 루틴 ( 표

언어: Matlab )

Sorted_Level_A, B :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값의 벨 

시 스

Weight_A, B :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값의 가 치

Comparision_Value_A : 정렬된 벨 시 스의 유사 

정도 

abs();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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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1:비교기 장소1:비교 상 평균

장소2 0.9929 0.9895 0.9912

장소3 1.0000 1.0000 1.0000

표 4. 장소1을 기 으로 장소2 장소3 과의 정렬된 

벨 시 스 일치도 비교

표 4 는 장소1 에서 계산되어진 표 Hue 분포를 

정렬한 결과 나온 벨 시 스를 장소 2와 장소 3에 

나온 벨 시 스와 비교 한 후 일치도를 나타내고 있

다. 평균값이 두 벨 시 스의 일치도를 나타낸다. 

  이 장을 통해  여러 임의 정규화 된 Hue 

량을 이용해 표 량을 계산 하는 방법에 해 제

안 했으며, 여기서 나온 정렬된 벨 시 스를 다른 

벨 시 스와 비교한 후 일치도를 0에서 1사이의 정

량 인 값으로 표 한 방법에 해 제안 하 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카메라에 입력된 상 정보를 통해 다양한 상황 정

보를 얻어 낼 수 있다. 그  사용자의 신원 정보나 

치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다. 각기 다른 장소에 설치되

어 있는 상 카메라에 이동객체가 차례로 감지 될 수 

있다. 상장치를 통해 이동객체의 구역단  치 주

이 가능 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해 고

려할 사항은 각 카메라에 입력되는 배경 조건이 다양

하다는 것과 검출된 이동 객체의 상태가 다양하고  분

석 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 이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이동객체의 객체 식별을 효과

으로 하기 해 정규화 된 Hue 정보의 정렬을 통

해 일정한 벨 시 스를 만들어 객체를 식별 할 수 

있는 기존의 연구를 확인 하 고, 기존의 방법의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안에 해 제안 하 다. 그리고 각 

계산되어진 벨 시 스들 간에 일치도를 정량 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안하 다. 하지만 잘못

된 이동객체 검출의 다수 발생과 장소간의 격한 조

명 변화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는 나타내었다. 이 같

은 다  카메라에서의 이동 객체 식별 방법은 유비쿼

터스 홈의 실내 환경에서 이동객의 구역단  치 인

식 시스템에 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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