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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환경에 적합한 적응적인 배경모델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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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배경 모델링 방법은 배경 모델의 반복적 갱신(recursive update)으로 인해 배경보다 객체가 더

자주 등장하는 혼잡한 환경에서는 정확한 배경 모델링을 생성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

은 이러한 기존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혼합 Gaussian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적응적 배경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영상 내 전경 영역의 비율에 따라 배경 모델의 학습 비율을 적응

적으로 조절한다. 따라서, 혼잡 상황에서는 배경 모델의 갱신을 억제하여 배경 모델을 잘 유지시키는 것

이 가능하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일반적인 상황의 영상에서는 기존 방법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

이지만 혼잡한 상황에서는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배경 제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 정확도 측정 결과 혼잡한 상황의 영상에서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F 값이 5-10% 가량 향상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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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recursive updating nature of background model, previous background modeling methods

are often perturbed by crowd scenes where foreground pixels occurs more frequently than background

pixels. To resolve this problem, an adaptive background modeling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well-known Gaussian mixture background model, is proposed. In the proposed method, the learning rate

of background model is adaptively adjusted with respect to the crowdedness of the scene. Consequently,

the learning process is suppressed in crowded scene to maintain proper background model. Experiments

on real dataset revealed that the proposed method could perform background subtraction effectively even

in crowd situation while the performance is almost the same to the previous method in normal scenes.

Also, the F-measure was increased by 5-10% compared to the previous background modeling methods

in the video of crowded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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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감시 카메라, DVR 등과 같은 영상 장비의 발달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최

근 영상 감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의 개발에 대

한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은 전적으로 인력에 의해서만 영상

을 모니터링하던 기존의 감시 시스템과는 달리, 컴

퓨터가 입력 영상을 분석하여 상황에 대한 인지를

자동으로 행함으로써 감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

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지능형 영상 감시 응용의 예

로는 객체 추적[1], 영상 내 군중의 밀도 측정[2,3],

통행량 측정[4], 이상 행동의 감지[5] 등이 있다. 그

런데, 이러한 지능적 영상 감시의 다양한 응용들 가

운데 많은 방법들은 영상으로부터 차량이나 사람과

같은 객체를 분리해내는 배경 제거(background

subtraction)을 전처리 과정으로 이용한다. 배경 제

거 방법에서는 초기에 주어진 영상에 의해 또는 연

속된 일련의 입력 영상을 통하여 배경 모델을 생성

하며, 생성된 배경 모델과 현재 영상의 차이에 의하

여 배경을 제외한 객체만을 추출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제거의 결과는 이후 전체 프로세스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 제거는 효과

적인 지능적 영상 감시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배경 제거를 위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며, 그 가운데 W4 시스템에서는 시간적 윈

도우내의 최대값, 최소값, 연속한 픽셀 값의 차이의

최대값과 같은 몇 가지 순서 통계량을 이용하여 효과

적으로 배경 제거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6]. 이 방법은 간단한 연산만으로 이루어져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회색조 영상

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복잡한 환경에서는 잘 동작

하지 못할 수 있다. Koller등은 Kalman 필터를 이용

하여 배경 조명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7]. 이 방법은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 발생하는 영

상의 점진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배경 모델 생성에 있어서 픽셀을 선택적으로 이용하

였기 때문에 새로운 물체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과

같은 배경의 급격한 변화에는 대응할 수 없었다.

Pfinder 시스템에서는 각 픽셀 당 하나의 Gaussian

모델을 이용하여 배경을 모델링 하는 방법이 제안되

었다[8]. 이 방법은 Gaussian 모델의 파라미터를 매

프레임의 입력마다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조명의 변

화뿐 아니라 배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 방법은 정적인 배경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나뭇가지의 흔들림이나 회전문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이용

되기 어려웠다. Grimson등은 각 픽셀당 하나의 혼합

Gaussian 모델(GMM: Gaussian Mixture Model)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9]. 이 방법에서

는 각 픽셀이 3-5개의 Gaussian 모델의 합산으로 모

델링되기 때문에 나뭇잎의 흔들림, 물결의 출렁거림

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의 변화에도 대응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방법은 현재까지 제안된

배경 제거 방법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Grimson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혼합

Gaussian 모델을 이용한 많은 배경 모델링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KaewTraKulPong등은 Grimson의

방법이 갖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느린 초기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 L 프레임의 입력까지

는 충분 통계량(sufficient statistics)를 이용하여 배

경 모델을 생성하며, 이후 L 프레임 이상의 입력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의 online EM 방법을 이용한 배

경 모델 갱신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0].

하지만, 이 방법은 충분한 프레임이 입력된 이후에

발생한 배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Grimson 등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느린 적응 속도를

갖는 문제점이 있었다. Lee 등은 각 Gaussian 모델의

발생 회수에 따라 학습 속도를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도입하여 배경 모델의 수렴 속도를 향상시켰다[11].

이 방법은 배경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 통계량

을 이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동작하여 빠른 수렴속도

를 가지며, 배경 모델이 수렴될 수록 Grimson 등의

원래 배경 모델 갱신 방법인 반복적인 갱신

(recursive update) 방법에 접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Tang등은 Grimson 등의 방법을 간략화 하여

기존 방법과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 이 방법은

Grimson 등의 방법에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제거하

고 간략화 함으로써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속

도를 1.6 배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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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배경 제거를 위해 이처럼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지만, 기존의 배경 제거 방법은 다수의 움직

이는 물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혼잡한 환경에서

는 제대로 동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기존

의 배경 제거 방법들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레임의 픽셀 값을 배경 모델의 갱신

에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재귀 필터

(recursive filter)에 의해 배경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기존의 배경 제거 방법은 시간적 윈도우(temporal

window)내의 화소값의 통계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배경이 영상에 등장하는

빈도보다 움직이는 객체가 시간적으로 더 많이 등장

하는 혼잡한 상황에서는 배경 모델이 잘못 생성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혼잡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배경 제거를 가능

하게 하는 배경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

법은 다중 Gaussian 혼합 모델을 이용한 Lee의 배경

모델링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영상 내 전경 영역의

비율에 따라 모델 갱신을 위한 학습 비율을 조정한

다. 즉, 혼잡한 상황에는 배경 모델의 갱신을 억제시

킴으로써 혼잡한 상황에서도 배경 모델을 효과적으

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기반이 되는 기존의 배경 모델링 방법을 설명

하며, 3장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개선한 제안된 배경

모델링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

이며,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기존의 혼합 Gaussian 모델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배경 모델 생성 방법은 기존

의 혼합 Gaussian 모델 방법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우선 Grimson 등에 의해 제안된 기

존의 혼합 Gaussian 모델 방법과 이를 개선하여 빠

른 수렴속도를 갖도록 한 Lee의 방법을 소개한다.

2.1 Grimson의 방법

Grimson에 의해 제안된 배경 모델링 방법에서는

각 픽셀 위치에서 픽셀 값들의 확률분포 수식 (1)과

같이 K개의 Gaussian 모델의 혼합으로 표현된다.

wi,t는 시간 t 에서 i 번째 Gaussian 모델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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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의 g(Xt, μi,t, Σi,t) 는 Gaussian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Xi는 픽셀값으로써 RGB 컬러공간

의 3차원 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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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μi,t와 Σi,t는 각각 시간 t에서 i번째 Gaussian의

평균과 공분산행렬을 나타낸다. 계산 속도를 위하여

R, G, B 각 컬러채널은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고 가정

되므로 공분산행렬의 대각 성분은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

K개의 Gaussian 모델들 가운데 다음 수식 (3)의

조건을 만족하는 Gaussian 모델들이 배경 모델로써

이용된다. 이때 Gaussian 모델들은 fitness 값, wk/σk

에 의해 미리 정렬되어 있으므로 가중치가 높고 분산

이 적은 Gaussian 모델이 우선적으로 배경으로써 선

택된다. 가중치가 높은 모델은 동일 시간 내에 더 많

은 빈도로 발생하였으므로 배경일 가능성이 높으며,

분산이 적을수록 정적이므로 마찬가지로 배경일 가

능성이 높게 된다. 임계치 T는 배경이 최소한으로

차지해야 하는 시간적 비율을 의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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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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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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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ian 모델 K와 배경 모델 선택을 위한 임계치

T의 선택은 배경의 특성에 의해 적절하게 이루어져

야 하며, 배경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는 더

큰 값을 선택하고, 배경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환경

에서는 적은 값을 선택하여야 한다.

Grimson의 방법에서 배경 모델의 갱신은 on-line

K-means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K개의

Gaussian 모델 가운데 정합(matching)이 발생한 첫

번째 Gaussian 모델이 다음의 수식 (4) - (7)에 의해

서 갱신된다. 수식 (4)에서 α는 학습 속도를 결정하는

학습 비율로써 α가 작으면 더 많은 시간 윈도우

(temporal window)내의 분포를 이용하여 배경 모델

이 생성되므로 시스템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배경 모델의 수렴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큰 α를 사

용하게 되며 배경의 변화에 배경 모델이 빠르게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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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경 모델이 잡음에 민감해지

고 너무 적은 수의 과거 값들만을 이용하게 되므로

시스템의 불안정해질 수 있다. Gaussian 모델의 파

라미터는 수식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학습 비율과

정합이 발생한 Gaussian 모델의 사후확률(posterior)

의 곱으로 결정된다.

( ), , 1 ,( ) 1 ( )k t k t k ti Mw a w a-= - + (4)

( ) 1( ) 1t t ti Xm r m r-= - + (5)

( ) ( ) ( )2 2
1( ) 1 Tk

t t t t t ti X Xs r s r m m-= - × + - -
(6)

( )| ,t k kXr ah m s= (7)

2.2 Lee의 방법

Lee는 Grimson의 개선한 Gaussian 모델링 방법

을 제안한 바 있다. Lee의 방법에서는 수식 (7)에 의

해서 나타난 배경 모델의 학습 비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k k

k

q
c
ah a

æ ö-
= × +ç ÷

è ø (8)

여기에서 ck는 각 Gaussian 모델이 생성된 이후

발생한 정합시의 사후확률(posterior)의 총 합을 갖

는다. 즉, 어떤 Gaussian 모델의 ck가 크다면, 이는

해당 Gaussian 모델을 갖는 픽셀이 발생한 횟수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Lee의 방법에서는 on-line EM을 사용했으므로,

Gaussian 모델의 갱신이 하나의 Gaussian 모델에 대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칭된 모든

Gaussian 모델에 대하여 사후확률의 비율에 따라 이

루어지게 된다.

1
k k i

i
q p p

=

= å (9)

k k k
(10)

Lee에 의해 제안된 개선된 배경 모델 방법은 새로

운 Gaussian 모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는 ck가 매우

작으므로 학습 비율 ηk는 사후확률 qk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따라서 충분통계량을 이용한 배경 모델링 방

법과 유사하게 동작한다. 반대로 어떤 Gaussian 모델

이 충분한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되면 ck가 큰 값을 가지

므로 ηk는 α에 의해서 조절되며, 이는 기존의 on-line

알고리즘에 의해 모델이 갱신되는 효과를 갖는다. 즉,

Lee에 의해 제안된 배경 모델링 방법은 배경의 변화

에 대해 빠른 수렴 속도를 가지면서도 기존의 시스템

과 같은 안정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Lee의 방법은

빠른 적응 속도로 인해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객체가

배경보다 자주 등장하는 혼잡한 상황에서는 객체를

배경으로 더 쉽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

3. 제안된 방법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개선된 혼합 Gaussian 모델

기반 배경 모델 생성 방법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배

경 모델 생성 방법은 앞 장에서 소개된 Lee의 효과적

인 혼합 Gaussian 모델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배경

모델의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학습 비율을 영상의

혼잡도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혼잡한 상황에서도 효

과적으로 배경 모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1. 혼잡도에 따른 학습 비율 조절

2장에서 소개된 기존의 배경 모델 생성 방법은

on-line 학습 알고리즘에 배경 모델을 반복적으로 갱

신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적 갱신 방법은 최근 L 프

레임 동안의 화소값들을 이용하여 배경 모델의 확률

밀도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데, 배경보다 객체가 더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혼잡

상황에서는 기존 방법에 의해 올바른 배경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제안한 배경 모델

링 방법에서는 혼잡도에 따라 학습 속도를 적응적으

로 조절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혼잡 상황에서

는 배경 모델의 학습 속도를 낮춤으로써 생성된 배경

모델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의 혼잡도를 계산하기 위하

여 배경 분리로 얻어진 전경 영역의 비율을 이용하였

으며, 분리된 전경 픽셀 가운데 이용이 빈번히 발생

하는 영역의 픽셀에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기 위해

수식 (11)과 같은 가중치 지도(weight map), WROI

를 도입하였다.

0

0 0

( )
( , )

t
M L

i t

WROI i
FG i t

=

= =

=

å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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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지도는 정해진 초기 훈련 시간 동안 수식

(11)에 의해 계산된다. 수식 (11)에서 L은 가중치 지

도 계산을 위한 초기 훈련시간의 길이이며, M은 영

상의 전체 픽셀 개수를 나타낸다. FG(i,t)는 시간 t의

프레임에서 i번째 픽셀이 전경일 경우 1 을, 해당 픽

셀이 배경일 경우 0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

치 지도의 생성을 위한 초기 훈련 기간에는 기존의

혼합 Gaussian 기반 배경 제거 방법을 이용하였으

나, 인접한 프레임의 차이와 같은 다른 방법이 이용

될 수도 있다.

그림 1은 생성된 가중치 지도의 예이다. 가중치

지도는 훈련 기간 동안 영상 내의 각 픽셀 위치에서

전경 영역이 발생한 상대적인 빈도를 나타내며,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잦은 이동이 발생하는 출입문

주변에서 큰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중치 지도

계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배경 제거 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혼잡한 상황에서 전경

영역을 정확하게 획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가중치 지도는 객체의 정확한 분리가 아니라 관찰

공간 내 이동량의 통계 획득이 목적이므로 이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a)

(b)

그림 1. 가중치 지도의 예: (a) 실험 영상의 예, (b) 생성된

가중치지도

프레임 t의 혼잡도 c는 수식 (12) 와 같이 정의된

다. 혼잡한 상황 하에서는 영상 내에 전경 영역이 넓

게 발생할 것이므로, 혼잡도는 영상 내 전경 픽셀의

전체 개수로 계산될 수 있다. 이때 객체의 이동이 빈

번히 발생하는 영역의 전경 픽셀에 중요도를 더 주기

위하여, 가중치 지도의 값을 전경 검출 결과에 곱해

주어 전체 가중합을 영상의 혼잡도로 이용한다.

0
( ) ( )

i
c WROI i FG i

=

= ×å
(12)

제안한 방법에서는 혼잡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배

경 모델의 학습 속도를 낮추어 기존의 배경 모델을

가능한 유지시키기 위해 배경 모델의 학습 비율을

다음의 수식 (13)과 같이 정의하였다.

(1 )cna a= × -
(13)

수식 (13)에서 α는 기존의 배경 학습 비율이며, c

는 수식 (12)에 의해 정의되는 영상의 혼잡도, γ는

혼잡 상황에 따른 영상의 학습 속도 조절의 정도를

결정하는 상수이다. 영상 내에 이동 객체가 매우 적

은 상황에서는 혼잡도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이

므로 수정된 배경 모델 학습 비율 αν는 원래의 배경

모델 학습 비율 α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반대로 이동

객체가 많이 발생하는 영상이 혼잡한 상황에서는 c

값이 1에 가까워지며, 이때 αν는 0에 가까운 값을 가

지게 되어 배경 모델의 갱신이 억제되어 유효한 배경

모델이 유지되게 된다.

3.2. 영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앞 절에서 설명된 혼잡도에 따른 배경 모델 학습

비율의 적응적 조절에 의해 이미 생성되어 있는 배경

모델을 혼잡한 상황에서도 배경 모델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상의 급격한 변

화에 의해 혼잡 상황이 아님에도 영상에 급격한 변화

가 발생한 경우에 제안된 방법의 배경 모델 생성 방

법은 잘못된 결과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외

영상에서 구름이 태양을 지나감으로써 영상에 전체

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경우, 또는 실내 영상의

경우에 조명 스위치를 켜거나 끔으로 해서 영상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 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가 된다.

이렇게 영상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영상의

대부분의 픽셀이 전경으로 분리되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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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혼잡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배경 모델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영상이 혼잡한 상

황이 아님에도 잘못된 배경 모델이 계속 유지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상황에서 배경

모델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

정보를 이용해 현재의 혼잡 상황이 조명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즉,

혼잡도가 매우 높음에도 영상 내에 실제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급격한 영상 변화가 발생한

것이므로 혼잡도가 높다 하더라도 배경 모델의 갱신

이 빨리 이루어져 시스템이 안정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의 혼잡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

를 실제 혼잡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경계 정보를 이용해 영상 내에 움직임이 존재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경계 정보는 조명의 변화에 영

향을 받지 않는 장점 때문에 움직임의 확인을 위해

선택되었다. 우선 수식 (14)에 의해 영상 내에서 움직

임이 존재하는 부분의 경계 픽셀이 검출된다. 경계

정보 검출을 위해 Canny 경계 검출자를 이용하였으

며, CEt(i)는 t번째 프레임의 Canny 경계 검출 결과

에서 i번째 픽셀의 값을 나타낸다 [13]. 지난 m 프레

임동안 픽셀 i의 값이 255로 유지되었다면, 이 픽셀은

정적인 경계로, 그렇지 않다면 이는 동적인 경계로

판단된다.

10,  if ( ) ( ) ( ) 255
( )

1,  otherwise                                            
t m t m iCE i CE i CE i

ME i - - -= = = =ì
= í
î

L
(14)

그리고, 영상 내 움직임의 양은 수식 (14)에 의해

얻어지는 동적 경계 픽셀의 프레임 내 전체 합에 의

해서 계산된다. 영상의 혼잡도가 매우 높음에도 영상

내 동적 경계 픽셀의 개수가 임계치 이하 일 경우에

는 시스템이 잘못된 결과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회복

과정이 선언되게 된다. 이 회복 과정에서는 배경 모

델의 학습 비율을 정상 상태보다 크게 해주어 빨리

올바른 배경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며, 혼잡도

가 회복 상태 종료 판단을 위한 임계치 이하로 다시

떨어진 후 학습 비율을 원래의 값으로 재설정한다.

그림 2는 조명 스위치 조작에 의해 영상에 급격한

조명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배경 모델링의 예이

다. 그림에서 (a), (b), (c)는 각각 조명이 켜진 상태에

서의 각각 입력영상, 생성된 배경 모델, 전경의 예이

며, (d), (e), (f)는 각각 조명이 꺼진 직후의 각각 입력

영상, 생성된 배경 모델, 전경의 예이다. 그림 (f)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급격한 영상 변화로 인해 영상 전

체에서 전경 영역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g), (h), (i)는 각각 조명이 변한 이후로 200프레임이

지난 이후의 입력 영상, 생성된 배경 모델, 전경의

예이다. 급격한 조명의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그림

(h) 의 배경 모델과 같이 올바른 배경 모델로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그림자 제거

전경 분리 결과에 그림자 영역이 잘못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객체의 정확한 경계 및 위치를 추정

할 수 없게 하여 전체 영상 감시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KaewTraKulPong의 시스템에 사용

된 그림자 제거 방법을 이용하였다 [10]. 이 방법은

RGB 색상 공간을 이용하면서도 배경 모델과 입력

영상의 차이를 밝기 성분(brightness)과 색도 성분

(chromaticity)으로 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림자 제거가 가능하다.

KaewTraKulPong의 시스템에 이용된 그림자 제

거 방법은 배경 모델과 입력 영상의 차이를 다음과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밝기 왜곡(brightness

distortion)과 색도 왜곡(chromaticity distortion)의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배경 모델과 입

력 영상의 픽셀 값의 차이 가운데 밝기 성분의 영향

에 의해 발생한 밝기 왜곡 a는 수식 (15)에 의해 계산

되며, 색도 차에 의해 발생한 색도 왜곡 c는 수식 (16)

에 의해 계산된다. 여기에서 I와 E는 각각 입력 영상

의 픽셀 값과 배경 Gaussian 모델의 평균값을 의미

한다. RGB 컬러 공간의 원점 O과 배경 모델의 색상

E를 연결하는 직선은 색도선(chromaticity line)이라

고 표현되며, 이 직선 상에 위치한 점들은 R, G, B값

의 비율이 동일하므로 밝기값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

한 색도를 갖는다. 영상에서 그림자에 의한 픽셀 값

차이가 발생할 때는 색상의 변화는 없이 밝기 값의

차이만 발생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림자 영역에서

는 원래의 배경 모델과 비교하여 픽셀 값이 이 직선

을 따라서 변화한다. 따라서, 밝기 왜곡은 입력 영상

의 픽셀 값과 색도선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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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그림 2. 급격한 조명 변화의 예: (a), (b), (c) - 조명 변화 발생 전의 입력영상, 배경모델, 전경분리 결과, (d), (e), (f)

- 조명 변화 발생 후의 입력 영상, 배경 모델, 전경 분리 결과, (g), (h), (i) - 200프레임 이후의 입력영상, 복원된배경

모델, 전경 분리 결과

E

I

O

R

G

B

zE

brightness
distortion

chromaticity
distortion

그림 3. 그림자 제거를 위한 RGB 컬러공간 내의 색상 모델

zE와 배경 모델의 색상 E와의 거리에 의해 수식 (15)

와 같이 얻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색도 성분에

의해 발생한 색상 차는 zE과 입력 영상의 픽셀 값간

의 거리에 따라 수식 (16)과 같이 계산된다.

2arg min( )
z

a I zE= -
(15)

c I aE= -
(16)

그림자 검출은 전경 영역으로 검출된 모든 픽셀에

대하여 수행되며, 밝기 왜곡이 배경 모델의 표준편차

σ와 비교하여 a < k ∙ σ의 조건을 만족하고, 색도왜

곡이 0.7< c <1.0 의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들을 그림

자 영역에 속한 픽셀로 분류한다. 그림 4는 그림자

제거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의 (a)는 입력 영상이

며, (b)는 그림자 제거 결과로써 영상에서 흰색은 전

경 영역에 속한 픽셀들은, 회색은 그림자로 분류되어

전경에서 제거된 픽셀들을 나타낸다.

4. 실험 및 결과

제안한 배경 제거 알고리즘의 정확도 측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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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그림자 제거의 예: (a) 입력영상, (b) 그림자 제거

결과

잘 알려진 PETS 2006 Benchmark 데이터[14]의 일

부와 직접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이용하였다. PETS

Benchmark 데이터는 비교적 혼잡하지 않은 상황만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과를 입

증하기 위해 혼잡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직접 촬영한 영상은 Sony

HDR-SR7을 이용하여 획득되었으며, 320x240의 해

상도에 30fps로 인코딩 되었다. 그림 5는 실험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5 (a)는 PETS 2006 Benchmark

데이터의 예이며, (b)는 직접 촬영한 혼잡한 상황의

영상(Library)의 예이다. Library 데이터는 통행량이

많은 도서관의 출입구에서 촬영되었으며, PETS 데

이터에 비해 시점이 가깝고 지속적으로 이동이 발생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의 생성에 어려움이 있다.

실험을 위하여 두 실험 영상 모두에 대하여 1,200

프레임 구간 동안 50프레임 간격으로 수작업을 통해

전경 영상을 생성하였다. 정확도 비교 대상으로는

Grimson의 방법[9], Lee의 방법[11], 그리고 Tang의

방법[12]이 이용되었다. Tang의 방법은 기존의

GMM을 이용한 배경 모델링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모든 색상 공간에 동일한 하나의 분산값만을 이용하

(a)

(b)

그림 5. 사용된 실험 영상의 예: (a) PETS 2006

benchmark data, (b) Library

였던 기존 알고리즘과 달리 각 색상 공간마다 서로

다른 분산값을 이용하여 더 정확한 배경 모델을 생성

하면서, 동시에 기존 방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파라미터를 제거하여 더 빠른 수행 시간을 갖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성능 비교를 위한 정확도 측정 방법으로는

F-measure를 이용하였다. F-measure는 수식

(17)-(19)에 의해서 정의된다. 여기에서 TP (true

positive)는 전경으로 제대로 검출된 픽셀의 개수,

FN (false negative)은 배경으로 잘못 분류된 전경

픽셀의 개수, FP (false positive)는 전경으로 잘못

분류된 배경 픽셀의 개수를 나타낸다.

TPrecall
TP FN

=
+ (17)

precision
TP FP

=
+ (18)

F
recall precision

=
+ (19)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 PETS 2006 영상과

Library 영상에 대한 정확도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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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ETS 2006 영상에 대한 정확도 측정 결과

그림 7. ‘Library’ 영상에 대한 정확도 측정 결과

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비교적 혼잡도가 적은

PETS 2006 영상에 대해서는 Grimson의 방법, Lee

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이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PETS 2006 영상에 대한 F-measure의 평균값은

Grimson의 방법, Lee의 방법, Tang의 방법, 그리고

제안한 방법에 대해 각각 0.69, 0.67, 0.69, 0.68로 나타

났다. 즉, Grimson의 방법과 Tang의 방법이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모든 방법에서 그 성능의

차이는 미미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혼잡한 상황의 영상에 대해서는 그림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비교

하여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

며, 특히 매우 혼잡한 상황이 발생한 3,600 에서 3,900

프레임 구간 내에서 성능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

다. Library 영상에 대한 F-measure의 평균값은

Grimson의 방법, Lee의 방법, Tang의 방법, 그리고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 각각 0.81, 0.78, 0.79, 0.87로

제안한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Lee의

방법은 Grimson의 방법을 수렴속도가 빠르게 개선

한 것이므로 혼잡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배경

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

다. Tang의 방법은 색상 공간마다 서로 다른 분산값

을 이용하여 더 정확한 배경 모델을 생성하지만, Lee

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빠른 수렴속도를 갖기 때문에

혼잡한 영상에서는 쉽게 잘못된 배경 모델이 생성되

었다. 그림 7의 3,950 프레임에서 모든 방법이 매우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배경 모델링의

결과가 아니라 해당 프레임에서 전경 영상이 극히

적게 발생한 것에 반해 제거되지 못한 그림자 영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었다.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PETS 2006 영상과

Library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각

각의 그림에서 (a), (b), (c)는 기존의 Grimson의 방

법, (d), (e), (f)는 Lee의 방법, (g), (h), (i)는 Tang의

방법, (j), (k), (l)은 제안한 방법에 대해 각각 입력

영상, 배경 모델, 전경 분리 결과의 예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8에서 PETS 2006 영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결과에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9의 (b), (e),

(h)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존의 방법으로 생성된 배

경 모델은 혼잡한 상황에서 전경 영역의 일부가 배경

모델로써 잘못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 모

델의 영상은 배경으로 분류된 Gaussian 분포의 평균

값의 가중평균이므로 배경 영상 내에 어두운 픽셀은

배경보다 전경이 더 주요한 배경 모델의 성분으로

자리 잡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c), (f), (i)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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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그림 8. PETS 2006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의 예: (a), (b), (c) - Grimson의 방법, (d), (e), (f) - Lee의 방법, (g),

(h), (i) - Tang의 방법, (j), (k), (l) - 제안한 방법 (각각 (a) - 원영상, (b) - 배경모델, (c) - 전경분리 결과).

잘못된 배경 모델의 영향으로 전경 영역의 많은 부분

이 배경으로 판단되어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한 방법의 결과에서는 그러한 예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rphology

등에 의한 후처리를 통해 전경 분리 결과를 개선시키

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배경 모

델 생성 방법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그러한 별도

의 후처리 과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혼잡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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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그림 9. Library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의 예: (a), (b), (c) - Grimson의 방법, (d), (e), (f) - Lee의 방법, (g), (h),

(i) - Tang의 방법, (j), (k), (l) - 제안한 방법 (각각 (a) - 원영상, (b) - 배경모델, (c) - 전경분리 결과).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배경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Lee에 의해 제안된 배경 모델

링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영상의 혼잡도에 따라 배

경 모델의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학습 비율을 조절하

여 혼잡한 상황에서도 전경 영역이 배경 모델로 잘못

판단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 조명 등의 변화에 의

해 영상에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도 이것이

혼잡한 상황으로 잘못 판단되어 배경 모델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에 전체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올바른 배경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잡한 상황에서 촬영된 실제 비디오 데이터에 대

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

으며, 기존의 혼합 Gaussian 모델 기반의 배경 모델

링 방법과 비교하여 혼잡한 상황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혼

잡도 계산을 위한 가중치 지도를 필요로 하며, 이는

별도의 충분한 초기 훈련 시간을 요구한다. 또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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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가중치 지도의 선택은 제안한 방법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연구가 향후 연구로써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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