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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안첨단화의 필요성 증대로 인하여 복합적이고 고기능의 보안 감시 시스템의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되

면서 보안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최근, 디지털 

영상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은 이러한 보안 감시 시스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다수의 카

메라로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향상된 지능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 카메라들 간의 위상이 자동으로 구성되고 객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학습하여 카메라들간의 

거리, 객체와 카메라와의 거리, 카메라의 각도를 자동적으로 연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가 구성

단계 이후에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게 된다. 추적에서 사람들을 식별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 머리, 몸, 손, 다리로 분리하여 각각의 정보들을 식별자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외형 식별자와 객

체의 출몰간의 시간차를 이용해 다수의 카메라들로부터 객체를 연속적으로 추적하였다. 

 

1. 서  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범죄들로 인해 

안전과 감시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최근 주요 

시설물의 감시나 우범지대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화된 무인 감시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단순한 DVR(Digital Video Recorder)뿐만 

아니라 이동 객체의 인식(detecting)과 추적(tracking)을 

수행하는 지능적 감시 시스템 개발도 실용적이고도 

경제적인 대안으로써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능적 

감시 시스템의 기술은 영상 시퀀스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하고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기술로써 

다수의 감시 카메라의 환경에서 자동적인 객체 식별 및 

추적기술은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카메라는 구성에 있어서 단일 카메라와 다중 

카메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중 카메라는 영상의 

                                            
  * 본 연구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컴퓨팅및네

트워크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겹침(overlapping)에 따라 겹침 카메라와 비겹침(non-

overlapping) 카메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카메라는 

과속단속 카메라와 같이 특정한 공간 영역에서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다중 카메라는 

실내외의 넓은 영역에서 안전과 감시를 위해 사용된다. 

겹침 카메라는 2대 이상의 카메라가 일정 영역을 

공유함으로써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스테레오 

비전기술을 통해 3차원 영상을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카메라의 설치와 유지비용의 이유로 넓은 

영역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경우 비겹침 카메라 구성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비겹침 카메라에서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외형적인 식별자와 객체의 출몰의 

시간간격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들간의 관계와 거리를 계산하여 

공간위상(spatial topology)을 자동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카메라 위상과 객체의 출몰 

시간간격을 바탕으로 동일한 객체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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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객체를 판별하기 위해서, 단일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객체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객체의 신체를 

머리, 몸, 손, 다리로 나누어 머리색, 모자의 착용유무, 

옷 색상을 객체의 식별자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객체의 

외형정보와 객체가 카메라 영상에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학습함으로써 

카메라의 공간 위상(spatial topology)을 자동으로 

구성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다중 

카메라에서의 객체 추적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객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신체의 부분별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5절에서는 

카메라들간의 자가 구성(Self Configuration)을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6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건물 내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 7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초기 추적 알고리즘에서는 camera calibration과 

overlapping FOV(Fields Of View)를 사용해서 여러 대에 

카메라에서 객체들을 추적하였다. Cai와 Aggarwal[1]은 

보정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뷰어를 서로 겹치게 구성한 

후 카메라들간에 추적된 객체들의 

핸드오버(handover)를 계산하였다.  

Hung과 Rusell[2]는 카메라 뷰어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구성한 다음 객체들의 전이시간(transition 

time)과 외형을 매칭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Kettnaker와 Zabith[3]은 카메라 뷰어가 겹치지 않는 

환경에서 객체들을 추적하는 Bayesian solution을 

제안했다. 이 방법에서도 객체들의 전이시간을 

이용하였으며 사람들의 움직임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Dick and Brooks[4]는 두 카메라들로부터 객체의 

행동 패턴을 기술하기 위해 확률적 전이 

행렬(stochastic transition matrix)을 이용했으며, 모든 

카메라 사이에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습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Ellis et. al[5]는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관성을 

확인하는 방법 대신에 재등장 기간(period)을 구성한 후 

주어진 시간 내 관찰된 객체들을 이용하였다. Ellis는 

재등장 시간을 히스토그램(histogram)으로 표현하기 

위해 관찰된 객체들을 이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카메라들간의 링크(link)를 찾았다. 

Andrew et. al[6]은 카메라들간에 시-공간 링크들의 

사후 확률 분포(posterior probability distributions)와 

칼라 변화(color variations)를 모델링하기 위해 

점진적인 학습을 이용하였다. 겹치지 않는 다중 카메라 

구성에서 객체의 일치성을 점진적인 칼라의 유사성 

학습과정을 토대로 검증을 하였다. CCCM(Consensus-

Color Conversion of Munsell color space)을 이용해서 

칼라의 유사성을 판단한 후 카메라 사이의 링크를 

결정하게 된다. 링크는 주어진 시간동안 객체의 등장과 

재등장을 조건부 전이 확률(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로 계산해서 결정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링크를 결정하기 위해 카메라 화면내의 블록을 최대한 

쪼개어서 필요 없는 링크는 제거하고 유효한 링크만 

선별을 한다. 링크 선별 작업후 각 링크사이에 관찰된 

객체들의 일치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후 

확률 분포를 이용하였다. 

Javed O et. al[7]은 실시간 상황에서 카메라 뷰어가 

서로 겹치지 않는 환경에서 객체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FOV라인 사이의 관계를 이용했다. 서로 겹침이 

없는 카메라의 FOV라인을 연장시켜 가상 라인(virtual 

line)을 만든 다음 예측된 객체의 위치와 가상 라인과의 

최소거리를 구해서 동일한 객체인지를 식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들 간의 거리, 객체와 

카메라와의 거리, 카메라의 각도를 자동적으로 연산해서 

자가 구성 단계를 거친 후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 하게 

된다. 추적 단계에서 외형적인 식별자와 객체의 

출몰방향과 시간차를 이용해 다수의 카메라들로부터 

객체를 연속적으로 추적한다. 

 

3. 시스템 구조 

 

 
그림 1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보이고 있다. 

N개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으로부터 

전경이미지(foreground)를 추출한다. 전경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해 색상, 에지, 모션, 디스페리티(disparity)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강건한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장면의 smooth disparity를 

계산하고 색상, 에지, 모션, 디스페리티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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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배경 장면에서 움직이는 대상물을 분리하였다. 

관심 있는 대상물만 분리하기 위해 위 대상물이 제한된 

디스페리티 범위 즉 깊이를 가지고 있고 위 대상물의 

디스페리티가 부드럽게 변한다고 가정하여 깊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분리된 대상물을 추적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전경이미지는 그리드 패치 분류(grid patch 

classification) 단계를 거치면서 블랍(blob)형태의 

사람의 모습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게 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카메라로부터 나타나는 객체들의 외형정보를 비교하여 

동일한 객체인지 판별하고 이동경로, 등장시간, 재등장 

시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학습과정을 거치면 카메라 연결관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체를 추적하게 된다. 

 

4. 객체 식별 및 추적 

 

본 논문에서는 좀더 정확한 객체 식별을 위해서 

객체의 신체부분별로 분류하였다. 부분별로 분류하는데 

카메라와 객체간의 거리에 따라 머리와 손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 그리드 기반으로 처리하였다. 

우선, foreground 픽셀과 background 픽셀을 

분류하기 위해 background subtraction을 적용했다. 

다른 조명에서 촬영한 50개의 frame을 이용한 HSI(Hue, 

Saturation, Intensity)칼라 이미지에서 일정한 임계값(식 

1)보다 subtraction값이 클 경우 foreground pixel로 

판단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ackground 

pixel로 판단하게 된다. 

 

⎪
⎩

⎪
⎨

⎧

>−

>−

otherwise),background(0

),S(|SS|and

)H(|HH|if),foreground(1

)P(R
ijij

ijij

b2bij

h1bij

ij σω

σω
 (1) 

 

iancevaron):Saturatiσ(S,iancevar):Hueσ(H

Saturationaverage:S,Hueaverage:H

elcurrentpix:P,saturation:S,Hue:H

ijij

ijij

bb

bb

ijijij

 

 

background subtraction을 통해 얻은 결과 이미지에 

두 개의 patch feature값(식 2)을 적용시켜 세 개의 grid 

patch(foreground patch, skin patch, background 

patch)(식 3)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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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값이 고정되었을 경우 객체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foreground 픽셀, background 픽셀, 

skin 픽셀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ROI-손과 머리 부분)을 정확하게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거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킨 

임계값(식 4)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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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이러한 적응적인 그리드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여 객체의 부분을 추출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그리드 기반의 객체 부분 추출 

 

5. 카메라 네트워크 위상 학습 (Camera Network 

Topology Learning) 

 

카메라들간의 공간적 위상을 학습하기 위해서 객체의 

외형정보(appearance)와 객체의 출몰시간을 이용한다. 

외형정보는 4장에서 서술하였던 객체의 머리, 몸의 

색상정보를 이용한다. 특히, 모자를 착용하였거나 

신체의 사이즈도 외형정보에 포함이 된다. 객체의 

출몰시간은 등장 시간(entry time), 퇴장 시간(exit time), 

재등장 시간(reentry time)으로 구분하여 퇴장시간과 

재등장 시간 간의 시간이 임계값(threshold) 이내라면 

카메라간의 링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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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이러한 카메라의 시공간적 위상은 가중치 

그래프(weighted graph)를 확장하여 표현할 수 있다. 

위상 그래프 G는 노드(node)와 에지(edge)로 구성이 

된다. 노드는 카메라 노드, 겹침노드, 비겹침 노드, 가상 

노드로 구분되며 에지는 일반에지와 겹침에지, 

비겹침에지로 구분한다. 

⎩
⎨
⎧

−
−

=

>=<

|ereentrytimexittime|
|exittimeentrytime|

)G(weight

E,VG

k

 (5) 

edgegoverlappinnon,edgegoverlappin,edgeE
nodevirtual,nodegoverlappinnon
,nodegoverlappin,nodecameraV

−=
−

=
 

 

객체의 등장 시간과 퇴장 시간의 차를 구하여 

카메라에서 객체가 움직인 시간으로 간주하고 

이동시간을 노드들간의 에지의 가중치로 표현하였으며 

객체가 등장하고 퇴장하는 방향정보를 이용하여 

노드들간의 링크를 구성하였다. 또한 겹침에지의 경우 

객체의 움직임이 두 개 이상의 카메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객체의 이동방향을 분석하여 카메라들간의 

각도를 추론할 수 있다. 건물내의 복도나 건물외의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이는 패턴과 경로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공간적 위상은 

일정시간동안의 학습을 통해 자동적으로 구성이 된다. 

 

6. 실험 

 

실험을 위하여 인텔 듀얼 코어 2.4GHz CPU와 1GB 

메모리 사양의 Windows XP 환경에서 C++와 

OpenCV[8]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설치된 

Samsung Dome Camera SID-45C에서 획득한 

영상(320×240)을 초당 15프레임으로 처리하였다. 

실험 환경은 그림 3과 같은 레이아웃으로 된 빌딩 

내부에 5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자가 빌딩 

내부를 이동함에 따라 카메라의 FOV에서 entry node와 

exit node를 찾고 카메라 간의 edge를 분석하였다. 

 

그림 3 카메라의 레이아웃 

 

  

  

 

그림 4 다중 카메라에 나타난 객체의 식별 및 추적 

 

그림 5는 위의 영상으로부터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얻은 카메라간의 위상정보와 객체의 

이동시간을 표현한 가중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얻기 위해 20분의 학습과 10분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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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중치 그래프로 나타낸 카메라들의 위상 

 

O1과 C2간의 에지는 겹침 지역이며 NO1과 V1, 

NO2와 V1, NO3와 C3간의 에지는 비 겹침 지역이다. 

각 에지(edge)는 객체가 등장하여 퇴장할 때까지의 

시간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V1은 비 겹침지역과 

카메라와의 연결을 위해 가상으로 생성한 노드이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다중 카메라로부터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들간의 위상과 객체의 등장, 퇴장, 재등장 

시간을 가중치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객체를 좀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신체 부분별로 분리하고 

카메라와 객체간의 거리를 이용한 적응적인 그리드 

패치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러한 다중카메라에서의 객체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보안이 필요한 빌딩이나 아파트 단지와 같은 

거주지내의 안전관리를 위한 홈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폭 넓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가중치 그래프를 확장하여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3차원 형태의 그래프를 

개발하고 겹침지역에서의 객체의 움직임을 이용한 

카메라간의 좀더 정확한 각도 계산과 싱글 레이어에서 

멀티 레이어로의 확장을 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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