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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 내 전체 배경 모델을 도입하여 기존 배경 분리 알고리즘에서의 오검출을 줄여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프레임 간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배경 확률 모델을 만들고 배경을 

제외한 전경만을 검출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먼저 기존의 알고리즘을 통해 프레임 간의 정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배경과 전경을 분리한다. 그 후 프레임 내 정보를 통해 전체 배경 모델을 만들고, 앞의 결과에서 한번 

더 배경을 제외함으로써 검출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실험결과에서 Change Detection Workshop dataset에 

대해 실험을 한 후 결과 영상 비교 및 F-measure 를 통해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들어 동영상 촬영 기술과 압축 기술 그리고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동영상 자료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이용되는 

동영상 자료의 양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영상 자료들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배경 분리 기법은 완벽히 혹은 어느 정도 고정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 배경과 전경을 구분하여 배경을 

제외한 전경만을 검출해 내는 기법으로 다양한 동영상 처리 

기술의 전처리 과정으로 많이 이용된다. 동영상 처리 기술의 

예로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물체 인식, 프레임 내 사람의 동작 

분석, 교통 상황 모니터링, 동영상 내용에 따른 압축 등이 있다. 

이러한 동영상 처리 기술들을 이용하기 전에 배경 분리 기법을 

통해 배경을 분리해 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배경 분리 기법은 프레임 내 각 픽셀 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모델링 과정인데, 어떤 한 픽셀에 대해서 여러 

프레임간의 정보를 통해 배경 확률 모델을 만든다. 이 모델은 

픽셀 값에 따라 배경일 확률을 말해 준다. 다음은 결정 

과정인데, 새 프레임의 한 픽셀과 해당 픽셀의 배경 확률 

모델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해당 픽셀이 배경일 확률을 

계산하고, 배경인지 전경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 두 과정을 

모든 픽셀에 대해 수행하고 나면 최종적인 전경 지도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모델링을 할 때, 매번 새로 하지 않고, 

기존의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과정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배경 분리 기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 내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배경 분리 기법에서의 

오검출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알고리즘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전경뿐만 아니라 전경 근처의 배경까지 

전경으로 검출하여 전경의 경계를 뚜렷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그 외 멀리 떨어진 배경 영역에서 전경으로 

오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오검출을 제거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1]의 방법을 

통해 배경과 전경을 분리한 후, 배경으로 구분된 영역을 

바탕으로 픽셀단위가 아닌 한 프레임 내 전체 배경 모델을 

구축한다. 구축한 모델을 바탕으로 이전에 전경으로 분리했던 

영역을 다시 확인하여 오검출을 걸러내도록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절에서는 배경 

분리 기법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 소개한 후, 3 절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통해 간단히 배경을 분리해 내는 방법을 설명한다.  

4 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3 절에서의 결과를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5 절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제안한 방법의 

결과 비교를 통해서 성능향상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배경 분리 기법은 픽셀단위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위치가 

x  인 어떤 한 픽셀의 시간 t  에서의 픽셀 값을 ,x tI 라 하면 

배경 여부를 나타내는 값 ,x tB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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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x,(I | )tp BG 는 배경 확률 모델로

,1 , 1, ,x x tI I  와 ,1 , 1, ,x x tB B  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x tB 의 값이 1  인 경우는 배경, 0  인 경우는 전경을 

의미한다. 각 픽셀 마다 배경 확률 모델이 정해지고, 각 픽셀 

마다 해당 배경 확률 모델을 바탕으로 배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배경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다시 각 픽셀의 배경 확률 

모델을 갱신한다. 이 때, 픽셀이 배경인지 전경인지에 따라 

모델을 갱신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다. 

배경 분리 기법은 위의 배경 확률 모델을 만들 때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먼저,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평균과 분산 등의 파라미터를 이용해 

모델을 나타내는 Gaussian model 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의 Single Gaussian model 을 시작으로 

[3]의 Gaussian mixture model(GMM) 이 제안 되었다. 

[4]에서는 GMM 을 매번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마다 갱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5]에서 보다 

발전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파라미터를 

이용하지 않고 모델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누적된 픽셀 

값 자체를 모델로 이용한다. [6]에서는 정해진 개수의 

픽셀 값을 누적해서 모델로 저장하고 있다가 kernel 을 

이용하여 새 픽셀값과 모델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배경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에는 앞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기반으로 좀 더 

보완된 알고리즘 또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한 알고리즘 

들이 제안되고 있다. [7]에서는 GMM 을 이용하되 

추가적으로 Flux Tensor 를 이용해 프레임간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다.  [8]은 기존의 알고리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델 대신 분류기를 이용하여 배경을 분리한다. 

 

 

3. Gaussian Mixture Model 
 

우선 [1]처럼 Gaussian mixture model(GMM)을 

이용하여 배경 확률 모델을 만들고 배경 분리를 

수행한다. 2 절에서 배경 확률 모델을 만들 때, 이전 

프레임까지 누적된 픽셀 값과 배경 여부를 이용해 모델을 

만든다고 했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명 세기가 

변하는 경우 혹은 배경의 작은 움직임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 T 를 두어 최근 T

프레임의 픽셀 값 ,t T , 1, ,x x tI I  만을 이용해 모델을 

만들기로 한다. 총 M  개의 원소로 구성된 GMM 은 다음 

식(2)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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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과 
2

mI  는 m  번째 Gaussian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의미한다. m  은 m 번째 Gaussian 분포에 대한 가중치를 

뜻하고, 가중치의 총 합 

1

M

m

m




 은 1 이 된다. 이 때 

x,(I | )tp BG 가 아니라 
x,(I | )tp BG FG 인 이유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된 T 개의 픽셀 값 에는 배경뿐만 

아니라 전경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x,(I | )tp BG 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M 개의 Gaussian 

분포 중 배경에 해당하는 분포 만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중치 값이 낮은 몇 개의 분포를 제외한 후,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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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와 같이 구한 모델을 바탕으로 새 픽셀 값 ,x tI 에 대해 

,x tB 을 계산한다. 'M  개의 분포 중 ,x tI 와 가까운 분포가 

존재한다면 배경으로 판단하여 ,x tB 의 값은 1이 된다. 반대로, 

가까운 분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경으로 판단하여 ,x tB 의 

값은 0 이 된다. 또, 가중치가 가장 낮은 분포를 제거하고 픽셀 

값을 평균으로 하고, 낮은 분산을 갖는 새로운 분포를 추가한다. 

배경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다시 모델을 갱신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m m x t mB                 (4) 

, ( / )m m x t m mB               (5) 

2 2 2

, ( / )( )T

m m x t m m m mB            (6) 

이 때, ,m x t mI    이고,   는 갱신 속도를 의미하며 

1

T
 의 값을 갖는다. 우선 식 (4)에서처럼 가장 가까운 분포의 

가중치를 높이고 나머지 분포의 가중치를 낮춘다. 그 후 

식(5)(6)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분포에 대해서만 그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갱신한다. 

이 과정을 매 프레임 마다 모든 픽셀에 대해 수행한 후 

배경이 아닌 부분을 찾아내면 매 프레임의 전경 지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전경 영역 내부의 미처 검출해 내지 못한 

영역을 채우고 배경 영역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median 

필터를 이용하면 최종적인 전경 지도를 얻을 수 있다. 

 

 

4. 프레임 내 전체 배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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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에서 설명한 [1]의 방법을 통해 배경 분리를 수행하고 

나면 그림 1 에서 보듯이 실제 전경뿐만 아니라 경계 근처의 

배경 영역까지 전경으로 판단되어 실제 전경 영역보다 더 넓은 

영역이 전경으로 판단된다. 이는 배경 분리 후에 진행될 물체 

인식이나 움직임 분석 등의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하지 않은 정보인 

프레임 내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 배경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배경인데 전경으로 검출한 영역을 제거하고자 한다. 

한 프레임에 대해 전경 지도가 완성되면 전경을 제외한 배경인 

영역의 모든 픽셀을 이용하여 전체 배경 모델을 만든다. 전체 

배경 모델은 히스토그램을 이용한다. 밝기 값을 1 2, , , NI I I

과 같이 N  개로 양자화한 후 각 밝기 값에 해당하는 

픽셀들의 수를 계산하여 히스토그램을 완성한다. t  번째 

프레임에서, 밝기 값이 nI  인 히스토그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I ) #{ | , }t n x t x t x t nHist I I BG I I        (7) 

이렇게 배경 영역에 대한 전체 배경 모델을 완성한 후, 

오검출을 걸러내는 과정을 진행한다. 3 절의 결과에서 전경으로 

판단한 영역의 픽셀들과 전체 배경 모델을 비교하여 잘못 

검출한 픽셀들을 찾아낸다. 전경 영역에 속해있는 픽셀에 대해 

해당 픽셀 값이 속한 히스토그램의 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픽셀은 배경으로 판단하여 전경 지도를 수정한다. 

 

 

5. 실험 결과 
 

실험은 Change Detection Workshop 2012 in CVPR 

(http://changedetection.net/)의 데이터 영상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영상 pedestrians 는 실 외의 보행자들을 촬영한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 PETS2006 은 지하철 역 안을 촬영한 

것이다. 

GMM 을 통해 배경 확률 모델을 만들 때에는 지난 

100 개의 프레임으로부터 얻은 픽셀 값을 이용하였고, 총 

4 개의 Gaussian 분포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전체 배경 모델을 

만들 때에는 8*8*8 512  개의 밝기 값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었고, 해당 픽셀 값이 속한 히스토그램의 도수가 10%  

이상 이면 배경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3 절까지의 결과와 최종 결과가 포함된 그림 2 를 살펴보자.  

3 절까지 수행해 얻은 결과는 실제 전경뿐만 아니라 근처의 

배경까지도 전경으로 잘못 판단하여 더 넓은 영역을 검출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최종 결과에서는 잘못 판단된 영역이 

제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전경과 배경의 경계를 잘 

구분하여 정확한 실루엣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에서는 F-measure 의 증가를 통해 전경을 검출하는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GMM Proposed 

Pedestrian 0.681 0.818 

PETS2006 0.408 0.523 

표 1 F-measure 비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배경 분리 알고리즘이 프레임 

간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프레임 내 

정보를 이용하여 결과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프레임 간 정보만을 이용한 기존 알고리즘의 

경우 실제 전경이 아닌 영역에서 오검출이 발생하는데,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오검출을 제거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기존의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얻은 후, 오검출을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출해내지 못한 전경영역을 다시 검출해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추후에 전체 배경 모델을 

히스토그램이 아닌 GMM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전체 전경 모델을 도입하는 것 등을 후속 연구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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