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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박물 이나 고가의 물품을 매하는 곳에서 특정한 객체를 감시하고, 특정 객체의 도난을 
방지하기 하여 다 카메라를 설치하여 카메라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움직이는 객체를 추출

하고 추 하는 시스템의 구 이다. 감시 상이 되는 객체의 상단과 정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움직임 

객체가 감시 상 객체에 하게 되면 두 의 카메라가 동시에 움직임 객체를 추출하고 추 하게 

된다. 먼  정면의 카메라는 움직임 물체의 얼굴부분을 캡춰하고 지속 으로 얼굴 역을 확  / 캡춰
하면서 추 을 시작한다. 상단의 카메라는 많은 객체들의 움직임 속에서 특정한 객체만을 추 할 수 

있으며, 추 은 방향 측을 통하여 수행하고 객체의 특징정보를 장한다. 장된 특징정보는 카메라

의 범 를 벗어났을 때 인 한 카메라에 정보를 송하고 지속 인 추 이 이 질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최근 컴퓨터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상감시 

시스템에 한 연구와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감시 시스템의 응용연구는 주로 카메라를 

통해 입력받은 상에서 특정 객체를 추출하여 추

하는데 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객체를 추

출하기 해서는 많은 연산량과 시간이 소요되고, 

객체를 추 할 때는 추 상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졌을 경우 계속 인 추 이 어려워지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다 객체의 겹쳐짐 상에서도 

특정객체를 추 할 수 있는 다차원 객체추  시스템

을 제안한다. 감시 상 객체가 있는 역의 상단과 

면에 각각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상단의 카메라가 

특정객체를 감시하다가 객체의 이동정보가 식별되면 

특정객체 정보를 면의 카메라에 송하면서 면 

카메라의 동작을 요청한다. 면 카메라는 넘겨받은 

객체정보를 이용해 은 연산량으로 신속히 특정객

체를 인식하고 추 을 개시한다. 추  인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지게 되면 상단 카메라로부터 

추 상 객체 정보를 도움 받아 계속 으로 추 을 

진행한다. 제안 시스템의 실험결과 연산에 참여하는 

픽셀 수가 히 어들고, 객체의 인식률도 향상

되었다. 그리고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객체의 움직

임을 검출하는 정확성은 물론 움직임 검출에 소요되

는 시간도 단축되어 개선된 성능을 보 다. 고가이

거나 희귀한 물건의 감시에 응용하면 사 에 도난으

로부터의 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감시 역

의 폭을 넓히기 해 이 시스템을 병렬로 연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객체추  시스템

2.1. 객체추 시스템의 개요

객체 추  시스템은 추  객체의 특징을 다양한 각

도에서 해석하여 연속된 비디오 시 스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변화를 감시하고 추 정보를 변환하는 기법

을 통해 객체의 치를 추 하게 된다. 객체 추  

시스템은 [그림 2-1]과 같이 크게 상 입력부, 객체 

추출부, 객체 추 부로 구성된다. 

[그림 2-1] 객체 추  시스템의 구성도

  상 입력부는 객체 감시를 한 실제 장면을 카

메라를 통해 시스템으로 입력한다. 카메라를 통하여 

입력되는 상데이터는 색상, 텍스쳐, 모양, 경계 등

으로 표 을 하게 된다. 객체 추출부는 입력된 상

을 분석하여 특정 객체를 식별해낸다. 객체를 추출

하기 해서는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사용한다.  

객체 추 부는 객체 추출부에서 추출된 객체가 움직

이는 도선을 좇아 궤 을 추 하게 된다. 특정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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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을 추 하기 해서는 시간 으로 갱신되는 

상에서의 색상 정보, 에지 정보, 윤곽선 정보 등을 

사용하게 된다.

2.2. 객체추  알고리즘

  비디오 상은 연속인 임의 작은 변화로 이루

어져 있다. 움직임 검출은 임 사이의 이러한 작

은 변화를 측하여 시간 인 복성을 제거하기 

한 것이다. 움직임 검출의 원리는 연속된 임의 

각각의 화소가 값의 변화 없이 치만 움직인다는 

제하에 재 임의 화소값을 추정하여, 추정된 

화소값과 실제 화소값의 차이와 움직임 정보인 움직

임 벡터를 추출하는 것으로 [그림 2-2]와 같다 [1]. 

객체의 움직임 검출방법은 이미지의 체 픽셀을 탐

색하는 역탐색 방법과 일부분의 픽셀을 이용하는 

고속탐색 방법 등이 있다.

[그림 2-2] 움직임 검출 방법

(1) 차분 상 기법

  차분 상을 이용한 움직임 검출 기법은 재 

임 Frame t-1과 이 임 Frame t의 차를 이용

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며, 연속된 두 임간의 차

를 이용하는 방법과 배경 상과 두 임간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두 임간의 차를 이용

하는 방법은 재 임과 이 임의 차이 값의 임계

값을 비교하여 ‘0’이면 변화된 화소가 없고, 임계값 이상

일 경우는 화소가 변화된 것으로 한다.  배경 상과 두 

임간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  배경 상을 설정

하고 재 임과의 차이 값의 임계값을 비교하여 화소

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림 2-3]은 식(2.1)에 의

한 차분 상 방법을 나타낸다 [2],[3],[4].

     ․․․․․(2.1)

[그림 2-3] 차분 상 방법

(2) 블록정합 기법

  블록정합 기법은 [그림 2-4]와 같이 블록 내의 모

든 화소가 같은 움직임 백터를 갖는다는 조건 하에 

이  임으로부터 재 임을 블록 단 로 추

정하는 방법이다. 임을 일정한 크기의 블록

(block)으로 나 고 재 부호화 하고자 하는 블록

과 가장 유사한 블록을 이  임에서 찾아 그 블

록으로 재의 블록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5],[6]  

그리고 N×N크기의 블록에 해 임 당 최  움

직임 속도를 W화소라 하면 상하, 좌우로 W화소만큼 

움직임이 가능하므로 데이터 탐색 역의 크기는 

(2W+N)×(2W+N)이 된다.

 

[그림 2-4] 블록정합 기법

이때, 블록간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는 기 으로는 

식(2.2)와 같이 MSE(Mean of Squared Error), 

MAD(Mean of Absolute Difference),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가 있으나, 계산이 간편하고 하

드웨어 구 이 용이한 SAD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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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3)에서 재 블록과 후보 블록의 크기는 

N×N이고, 탐색 역은 수평 수직 각각 -W～+W사

이 값을 가진다. 와 은 각각 

재 임의 재 블록과 탐색 역 내 후보 블록

의 번째 치와 화소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움

직임 벡터는 SAD를 정합 기 으로 사용할 때 

가 최소가 되는 움직임 벡터 는 식

(2.3)과 같으며, 식(2.3)은 탐색 범  

≤≤에서 를 계산하고 계산된 

값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좌표 가 

최종 움직임 벡터 가 된다.

  arg min  ≤≤(2.3)

(3) 역 탐색기법

 움직임 추정을 한 가장 보편 인 방법은 역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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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기법(full search)이다. [그림 2-5]와 같이 역 탐

색기법은 재 임의 재 블록을 이  임의 

탐색 역 범  체와 일일이 비교하는 탐색 방법으

로서 성능이 뛰어나고, 정합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규칙 이어서 하드웨어 구 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움직임 벡터의 범 가 수직, 수평 방향 모

두 -W～+W이고, 정합 기 으로 SAD를 사용할 경

우, 역 탐색의 계산량은 재 블록에 해서 역 

탐색 알고리즘을 수행하려면 (2W+1)2번의 차의 

값의 합 계산이 필요하므로, 임 송 속도가 

Frame/sec이고 한 임이 n개의 재 블록으로 구

성되어 있을 때, 차의 값의 합 계산은 당 

(2W+1)2×n×m번 수행된다. 

[그림 2-5] 역 탐색 기법 

  재 블록의 크기가 N×N만큼의 뺄셈과 값 

계산, 산으로 구성되므로, 역 탐색기법의 블록 

탐색 연산량은 각각 (2W+1)2×n×m×N2번이다. 따라

서 역 탐색 기법에서 소요되는 총 연산량은 

3(2W+1)2×n×m×N2이다. 이처럼 역 탐색 방법은 

알고리즘이 단순하여 하드웨어 구 이 용이하고 정

확한 움직임 벡터를 찾을 수 있지만 상의 크기나 

탐색 범 가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많은 계산량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 구 에 문제 이 많다.

3. 다 카메라 기반의 특정객체 추 시스템

3.1 제안시스템 개요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다차원 객체 추  시스템에 

해서 기술한다. 다차원 객체 추  시스템의 구성

도를 심으로 부분별 기능을 살펴본다. 특정 객체 

역을 추출하고 특정 객체를 추 하는 특정 객체 

추  알고리즘에 해서 설계한다.

[그림 3-1] 다차원 객체 추  시스템 구성도

3.2. 입력부

입력부는 두 의 카메라 즉, MC와 TC로부터 입력

되어지는 상을 처리부로 송하는 부분이다. MC와 

TC에서 입력되어지는 상은 같은 공간을 연속 으

로 촬 하는 곳으로 MC에 입력되는 특정객체에 

한 x값의 넓이는 TC에 입력되는 특정좌표 x값의 넓

이와 같다. 한 MC에 입력되는 상에서 특정객체

가 분포되어 있는 y 역은 TC에서 추 하는 특정객

체의 원근을 계산할 수 있는 z좌표가 된다. MC에서 

TC로 달되는 정보는 앞서 언 한 에서 말한 x값

의 넓이와 y 역 즉, TC의 z정보가 된다.

3.2. 처리부

감시기와 추 기로 이루어진 처리부는 입력부로부터 

송되어진 상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감시객체의 

유․무와 특정객체가 유입되었을 때 특정객체의 윤곽

선처리, 객체의 최소 역계산, MC에서 TC로의 정보

송, 경보발생, 객체의 추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감시기에서는 최 에 MC로부터 송되어진 상

에서 감시 상 객체의 특징을 추출하기 하여 감시

상객체의 크기, 색상정보, 모양정보 등을 장한다.  

감시 상객체의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 

한 감시기에서 MC로부터 송되어진 상에 의해 

수행된다. 감시 상객체에 특정객체가 유입되는지의 

별은 감시 상객체보다 큰 역을 감시 상 역으

로 설정하고 이 역에 특정한 객체가 유입되는지를 

별하여 감시 상객체의 도난을 미리 감지한다. 감

시 상 역에 특정객체가 유입되면, 감시기에서 유입

된 객체의 일부를 통하여 객체의 윤곽선을 추출하게 

되고 추출된 윤곽선의 최소 x1값과 최  x2값, 최소 

y1값과 최  y2값의 역을 객체의 크기로 설정하고 

x1과 x2정보를 추 기로 송하고 y1과 y2의 정보는 

좌표값을 송하지 않고 심값 즉, mid(y1, y2) 값을 

송하여 추 기에서 객체의 원근에 한 정보로 활

용된다. 추 기에서는 MC에 특정객체가 유입되었을 

때 감시기에 의해 TC의 동작을 시작하게 된다. TC

의 동작시작과 동시에 출력부에 경보를 통보하고 

장장치에 최 로 입력되어진 TC의 상정보를 장

하게 된다.

3.1.3 출력부

  출력부는 MC에 의해 감시객체 역에 특정객체가 

유입되면 TC가 동작을 시작하도록 하는 정보를 송

하고, 시스템은 감시 상 객체의 분실 험에 따른 

경보시스템을 작동하게 된다. 한 TC가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 특정객체를 추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상은 출력부에서 객체추 상으로 획득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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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처리부에서는 추출된 객체 역 부분만을 

장하여 장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출력부의 

구성요소는 객체감시 역에 특정객체의 침입을 알리

는 경보장치와  추 객체의 역을 장하기 한 데

이터 장 장치로 이루어진다.

4. 실험  분석 

  4.1 객체인식 연산량

  다차원 객체추 시스템에서 객체인식 연산량은 감

시 상 역에 유입된 객체의윤곽선 추출에서 부터 

객체의 유입여부를 인식하는데 까지의 연산에 참여

하는 픽셀수로 정의한다. [표 4-1]은 제안시스템의 

객체인식 연산량을 나타낸다. 연산량은 객체감시

상 역에 객체의 유입여부를 단하기 한 연산량

과 유입된 객체의 모양을 단하기 하여 객체인식

에 필요한 연산량을 계산하 다. [표 4-1] 에서와 같

이 제안시스템은 입력 상 체에 해 객체유입을 

단하지 않고 객체감시 역의 변화에 해서 특정

객체의 유입을 단하므로 연산에 참여하는 픽셀수

를 일 수 있었다.

   연산량
실험횟수

연산량 최소 연산
픽셀

최  연산
픽셀

1～100 147.3 픽셀 40 236

101～200 142.8 픽셀 43 239

201～300 147.9 픽셀 40 238

301～400 136.7 픽셀 40 237

401～500 144.3 픽셀 40 239

평균 143.8 픽셀 40.6 237.8

[표 4-1] 객체인식 연산량

  4.2 객체인식 연산량

 객체추출의 정확성은 감시 상 역에 유입된 객체

의 체 크기를 인식하는 실험으로 객체가 감시 상

역에 유입되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실험하

다. 실험결과 감시 상 역에 유입속도가 빠르면 객

체이외의 역까지 객체로 오인하는 결과를 얻었으

나, 지속 인 추출을 수행하여 객체이외의 역을 

좁힐 수 있었다. [표 4-3]은 움직임 속도에 따라 객

체의 역이 아닌 부분과 객체로 단하는 픽셀의 

개수를 계산하 다. 객체 역의 픽셀 수는 정지 상

에서 객체부분이 갖는 픽셀의 총 개수를 나타내었

고, 오류 역 픽셀 수는 객체 이외의 역을 객체로 

오인하는 픽셀의 개수를 나타내었다. 객체 추출율은 

객체 역의 총 픽셀 수와 오류 역의 픽셀 수의 비

율을 나타내었으며, 실제 객체 역과 추출된 객체

역의 매칭은 평균 97.4%를 나타내었다.

   연산량
실험횟수

평균 
픽셀수

오류 역
픽셀수

객체추출율
[%]

1～10 2,029 101 95.25

11～20 1,843 22 98.82

21～30 2,323 62 97.40

31～40 3,070 42 98.65

41～50 1,889 70 96.42

평균 2,230.8 59.4 97.40

[표 4-3] 객체추출의 정확성

5 .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객체 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상단에서 객체를 감시하고 추 하는 MC와 

MC의 x축 정보를 이용하여 면의 상에서 연산

량을 최소화 하면서 객체를 추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의 특징은 객체의 가려짐 상

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도 지속 인 객체의 추 이 가

능하고 감시  추  카메라를 상호 업으로 기능

 하여 다차원 추 을 통해 일 성 있는 객체 추

이 가능하다. 한 객체인식을 해 체 상 상

을 이용하지 않고 부분 상을 이용하여 객체 인식

시간을 단축율을 높일 수가 있다. 시스템은 박물 , 

보석상 등 고가의 상품 도난에 한 사  방 감시

가 가능하며, 짧은 시간으로 객체추출과 추 을 실

행하므로 실시간 상보안 시스템으로의 활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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