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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에서의 시공간적 경계 정보를 이용한 이동 객체 윤곽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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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경계 정보를 이용한 이동 객체의 윤곽선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이동 객체의 경우 객체의, .

윤곽선 을 구성하는 경계 픽셀에서 시간 축과 공간 축을 중심으로 큰 변화량 을 가진다 따라서 시간 축과 공간(contour) (edge) (gradient) .

축을 중심으로 변화량이 큰 경계 픽셀을 구하면 이동 객체의 윤곽선을 검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픽셀에 대하여 시간 축.

을 중심으로 한 경계 정보를 구하기 위해 라는 새로운 형태의 변화량 계산 방법을 제안한다 는 시간Temporal Edge . Temporal Edge 
와,  에서 입력된 두 그레이 스케일 영상의 차를 시간 축을 기준으로 방향, 방향으로 를 적용하여 구한다 검출된Sobel Mask .

를 이용하여 이동 객체의 윤곽선이 존재하는 후보 영역을 검출하고 검출된 후보 영역을 중심으로 공간적 경계 정보를Temporal Edge ,

구하여 이동 객체의 대강의 윤곽선을 검출 한다 후처리 과정에서 검출된 대강의 윤곽선으로부터 배경 경계와 노이즈 픽셀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이동 객체의 윤곽선을 검출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배경 차 방법과는 다르게 별도의 배경 영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

에 배경 차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였으며 빠른 연산 속도로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다 실험을 통하여 야간에도 강인한 윤곽선, .

을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엔트로피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보였다, .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for detection moving object contour using spatial and temporal edge. In general,

contour pixels of the moving object are likely present around pixels with high gradient value along the time axis and the spatial

axis. Therefore, we can detect the contour of the moving objects by finding pixels which have high gradient value in the time

axis and spatial axi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ew computation method, termed as temporal edge, to compute an gradient

value along the time axis for any pixel on an image. The temporal edge can be computed using two input gray images at time 
and   using the Sobel operator. Temporal edge is utilized to detect a candidate region of the moving object contour and then

the detected candidate region is used to extract spatial edge information. The final contour of the moving object is detected using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edge information, which are temporal edge and spatial edge, and then the post processing such as a

morphological operation and a background edge removing procedure are applied to remove noise regions. The complex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y low because it dose not use any background scene and high complex operation, therefore it can be

applied to real-time application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contour

extraction methods in term of processing effort and a ghost effect which is occurred in the case of entropy method.

Keyword : Spatio-temporal edge, Contour detection, Moving objec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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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최근 늘어나는 강력 범죄로 인하여보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따라 나카메라와같은영상장비를활용한CCTV

지능형영상보안시스템의개발이중요한연구분야로대

두되고있다
[1]
지능형영상보안시스템이란영상장비로.

부터입력되는영상으로부터이동객체의정보를자동으로

추출하고 이정보를바탕으로이동객체의움직임정보나,

이동경로를자동으로검출하여비정상적인행위에대해서

경보를 알려 줌으로써 인간을 대신하여 감시 역할을 수행

할수있는자동화된시스템을말한다 지능형영상보안.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영상 장비로부터 입력

되는영상에서자동으로이동객체를검출하는것이다 이.

동객체의검출이선행된후에움직인정보나이동경로에

대한분석이가능하다 따라서이동객체의검출은지능형.

영상보안시스템에가장핵심이되는기술요소이며 이동,

객체의 검출 성능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카메라에서연속적으로입력되는이미지시

퀀스에서 이동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에는 배경 영상을이

용한방법
[2-4]
이주로이용된다 배경영상을이용한방법이.

란카메라로부터연속적으로입력되는영상에서배경에해

당하는 영상을 유추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재 시간, 에서

입력되는 영상과의 차를 구하여 이동 객체를 검출하는방

법이다. Hariataoglu
[2]
는 매 시간 입력되는 영상에서의 각

픽셀 값에 대한 평균과 분산 값을 이용하여 배경 영상을

생성하였으며, Sauffer
[3]
는픽셀값을가우시안모델을이

용하여 모델링 하여 배경영상을 생성하였다. Elgammal
[4]

은커널밀도추정 기법을이용(Kernel Density Estimation)

하여매시간입력되는영상에서의픽셀값들에대한확률

적분포를구하여배경을생성하였다 배경영상차방법은.

카메라로부터연속적으로입력되는영상에서유추한배경

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하기 때문에 신뢰성있

는 배경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조명의변화가심하지않은상황에서배경영상.

이잘유추되었을경우이방법은뛰어난검출결과를보인

다 그러나자연광이나인공조명등의외부요인에의해갑.

작스러운조명변화가있을경우신뢰성있는배경영상이

생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검출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신뢰성있는배경을유추하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

의 부가적인 연산이 포함되게 되고 결국 많은 연산 량을

필요로하게되므로속도가느려진다는단점도있다 또한.

배경영상유추단계에서 장시간정지상태에있는객체의,

경우배경영상으로간주되어배경영상이만들어지며 이,

객체가다시움직일경우객체가배경으로모델링된부분

이 잘못 검출되는 잔상효과가 나타난다 잔상효과는 배경.

차이 기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배경영상을사용하지않고이동객체를검출하는방법으

로는시공간적경계정보
[5-10]
를활용하는방법이있다 이방.

법은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이미지 시퀀스에서 시공간적

경계정보를추출하고이를중심으로이동물체를검출하는

방법이다 배경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시공간적.

경계정보만을추출하기때문에별도의배경이미지를만들

지않아배경영상법이가지고있는단점을효율적으로극

복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장점을활용하여시공.

간경계정보를이용한이동물체검출방법을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픽셀에 대하여 시간 축을 중심으로 한

시간적경계정보를구하기위해 라는새로Temporal Edge

운형태의변화량계산방법을제안한다 는. Temporal Edge

시간 와,  에서입력된두그레이스케일영상의차를

시간축을기준으로 방향 방향으로 를적용x , y Sobel Mask

하여구한다 제안된 는알고리즘의초기단. Temporal Edge

계에서이동객체의윤곽선이존재하는후보영역을검출하

는데활용된다 검출된후보영역에속하는픽셀들을중심.

으로공간적경계정보를추출하고 이로부터이동객체의,

대강의 윤곽선을 검출한다 그러나 이렇게 검출된 대강의.

윤곽선에는우리가원하지않는배경경계와노이즈성분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모폴로지 연산과배경. (morphology)

에지 제거법과 같은 후처리 과정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한

후 최종적인 이동 객체의 윤곽선을 검출한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장에서는같은관점.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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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문제에접근한 시공간적경계정보검출에대한기존,

논문들을 고찰하고 제 장에서는 를 포함, Temporal EdgeⅢ

한제안한알고리즘을설명한다 제 장에서는기존방법과. Ⅳ

의비교실험을통해제안한방법의성능을분석하고 제, Ⅴ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관련 연구II.

시공간적 경계 정보 추출은 년대부터 많이 연구된1989

분야이야 여기에서는 시공간적 경계 정보를 추출하는 다.

양한 방법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Stein
[5]
은 이미지의 시퀀스를   축을 중심으로 차3

원구형패치로모델링하고 이구형패치를일정한각도로,

나눈 후 각 구간내의 픽셀들에 대한 픽셀 값 에, (intensity)

대한각도의변화량을히스토그램으로구하여시공간경계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미지 상에서 물체가 움직일 경우.

 축을중심으로공간상의변화가발생하고이변화는 

축에 대한 축의 각도의 변화 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공간상의 변화정보로 활용하였다 동일한 개념을 시간 축.

에적용하여시간의흐름에따라물체가이동하면이미지

시퀀스 상에서 물체의 이동 정보는 축을 중심으로 시간

축 의각도변화 로나타내었다 이각도의변화량은물.

체의이동속도와도연관성이높다 즉물체의이동속도가.

빠를경우각도의변화가크게나타나고 이동속도가작을,

경우 각도의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 기준 픽셀. Stein

(   를중심으로기준픽셀이포함된구형의패치분절)

구형패치가일정간격으로나눠진부분내의픽셀에대한( )

( ,  쌍으로 시공간적 경계정보를 표현하였다) .

Kim
[6]은 엔트로피 와 크로스엔트로피(entropy) (cross-en-

개념을 이용하여 시공간적 경계정보를 추출하였다tropy) .

임의의 픽셀을 중심으로 주변 픽셀과의 밝기 변화량을엔

트로피의 개념을 이용하여구하고 이를 공간적 경계 정보

로활용하였다 또한시간. 에서의엔트로피와시간 에

서의엔트로피간의상호관계를크로스엔트로피개념을이

용하여정의한후이를공간적변화량으로활용하였다 이.

두 변화량의 조합으로 시공간적 경계 정보를 추출하였다.

Chen
[7]
은 을 이용하여piecewise planar (linear) function

이미지를모델링하고이를기반으로이미지를픽셀의값에

대해변화량이큰부분과변화량이작은부분으로구분하고

변화량이큰부분을중심으로시간적경계정보를추출하였

다 이방법은시간축을이용하여분석할때흔히이용되는.

옵티컬플로워 를구하지않고 단지시간의순(optical flow) ,

서대로입력되는이미지시퀀스의 차원미분을통하여시2

간축 를기준으로이차원미분한값이제로 가아닌(zero)

위치를 중심으로 이동 물체의 경계를 추출하였다.

Suzuki
[8]
는가우시안함수의이차도함수를이용하여이

동물체의시간적경계정보를추출하였다 가우시안함수.

의이차도함수를시간 와  인이미지에적용하여두

값의 곱이 음수인부분을 픽셀 변화량이 발생한 부분이라

고간주하고이를중심으로시간적경계정보를검출하였다.

이시간적경계정보는시간축을중심으로한이동객체의

윤곽선 정보가 된다.

Duncan
[9]
은 와마찬가지로가우시안함수의이차Suzuki

도함수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계 정보를 추출하였다 그러.

나 와는달리 은가우시안함수의 차도함수Suzuki Ducan 2

를시간 에입력되는이미지 와시간적 공간적축을기,

준으로 컨볼루션 시켜 이들의 상관관계를 통(convolution)

해 시공간적 경계정보를 추출하였다.

Heyden
[10]은시공간적경계정보를활용한이미지 분할

방법을제안하였다 은 를활용하여. Heyden Prewitt Gradient

공간적 경보를 추출하고 이 때 발생하는 공간적 틈, (gaps)

을 시간적 경계 정보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연속적으로.

입력되는이미지간의상호관계를통하여시간적경계정보

를 추출하고 경계 개선 경계 연결, (edge enhancement),

등의 기법을 통해 이를 개선하였다 개선된(edge linking) .

시간적경계정보는공간적경계정보의틈을보완하는데활

용되었고 이러한 시공간적 경계정보의 상호 조합을 통해

이미지 분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동 객체 윤곽선 검출 방법.Ⅲ

본논문에서제안하는이동객체윤곽선검출방법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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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간 에서입력되는영상 만을사용한다는데그특징

이있다 배경영상을생성하는기존방법의문제점을극복.

하기위해배경영상을생성하지않고,  영상만으로이동

객체의윤곽선을검출한다 본논문에서제안하는이동객.

체의윤곽선검출방법은크게세가지부분으로나누어진

다 첫 번째 부분은 현재 시간. 에서 입력되는 영상 를

이용하여 이동 객체의 윤곽선이 존재하는 후보 영역을검

출하기 위해 를 구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Temporal Edge .

부분은구해진 를기반으로공간적경계정Temporal Edge

보를 추출하여 이동객체에 대한 대강의 윤곽선을 검출하

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대강의 윤곽선으로부터 배경 경.

계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 과정이다 그림 은. 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원안에있는 기호는두이미지사이의. 1 -

차 를 는두영상의공통부분 즉 연산(subtraction) , , AND∧

을 의미한다.

그림 전체 알고리즘 흐름도1.

Fig. 1. Flowchart for the proposed algorithm

검출1. Temporal Edge

이동객체의 윤곽선을검출하기 위해 우선 윤곽선이 존

재하는후보영역을먼저검출한다 후보영역을먼저검출.

하는 이유는 윤곽선을 검출하기 위해 영상 전체를 검색하

기 보다는 윤곽선이 존재하는 후보 영역을 먼저 검출하고

그 후보 영역에서윤곽선을 검출함으로써 연산 량을 줄어

속도를빠르게할수있기때문이다 이동객체의윤곽선이.

존재하는 후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시간 축을 중심으로

한새로운형태의변화량계산법인 를제안Temporal Edge

한다 는 와대응되는용어로써. Temporal Edge Spatial Edge

기존에 공간상에서 에지 연산자를 이용하여 추출한 경계

정보를 라고하면 이와유사한개념으로시간Spatial Edge ,

상에서 에지 연산자를 이용하여 추출한 경계 정보를

라칭하기로한다 공간상에서경계를구할Temporal Edge .

경우영상상에서각픽셀을중심으로그림 와같은2 Sobel

를 이용하여 구한다Mask .

1 0 1 1 2 1

2 0 2 ,    0 0 0

1 0 1 1 2 1

x yG G

+ − + + +   
   = + − =   
   + − − − −   

그림 2. 축, 축 방향에 대한 Sobel Mask

Fig. 2. Sobel Mask for the  and  directions

Temporal Edge  는 를그림 과같이Sobel Mask 3

시간 축을 중심으로 방향, 방향으로 적용하여 구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과 같다(1) .

    에대해서
   





  





   





  arct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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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수식 을이용하여구한 의예이다4 (1) Temporal Edge .

그림 에서보듯이 는환형 을4 Temporal Edge (ring shape)

나타낸다 그이유는 가시간축을중심으. Temporal Edge

로픽셀의변화량을계산한값이기때문이다 즉이동객체.

의 경우 객체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시간 축을

중심으로 큰 변화량을 보이는 반면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

은작은변화량을보인다 따라서이동객체의윤곽선이존.

재하는주변으로는강한 가나타지만 그렇Temporal Edge ,

지 않는 부분에서는 가 약하거나 나타나지Temporal Edge

않게 된다.

검출2. Spatial Edge

카메라로부터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매 영상마다 Canny

(a) (b) (c)

그림 의 예4. Temporal Edge

Fig. 4. An example of Temporal Edge

(a)  (b) 

그림 를 이용한 검출3. Sobel Mask Temporal Edge

Fig. 3. Temporal Edge extraction using Sobel Mask

(a) t=88 (b) t=153 (c) t=3740

그림 를 이용한 의 예5. Canny edge detector Spatial Edge

Fig. 5. Examples of Spatial Edge using Canny edg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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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11]
를검출하여이를 정보로활용한다 그Spatial Edge .

림 는검출된 정보5 Spatial edge 의예를보인것이다.

이렇게추출된 정보는 정보와Spatial Edge Temporal Edge

함께 조합되어 이동객체의 윤곽선을 검출 하는데 활용된

다 뿐만아니라후처리과정을위해배경경계정보를만드.

는 데도 활용된다.

대강의 윤곽선 검출3.

에서검출한 정보.2 Spatial EdgeⅢ 로부터이동객체

의 윤곽선을 검출하기 위해 에서 추출한.1 TemporalⅢ

Edge  를 활용한다 서론에서 우리는 이동 객체의.

윤곽선을구성하는픽셀의경우시간적 공간적축을중심,

으로높은변화량 을가진다고가정했었다 에(gradient) . .1Ⅲ

서구한 는시간축을중심으로변화량을구Temporal Edge

한값이고 에서구한 는공간축을중심으.2 Spatial EdgeⅢ

로 변화량을 구한 값이다 따라서이두값이동시에높은.

픽셀들을추출하면이동객체의윤곽선을검출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 를이동객체의윤곽선이존Temporal Edge

재하는후보영역으로삼아 에속하는임의, Temporal Edge

의픽셀을중심으로그주변본논문에서는 영( 5x5 window

역내에존재하는 픽셀을검출하여이동객체) Spatial Edge

에대한대강의윤곽선(rough contour) 검출한다 여기.

서 대강의 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 검출된 윤곽“ ”

선을 후처리 과정을거친 최종 윤곽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다 이단계에서검출된윤곽선은최종윤곽선과는달리.

우리가원하지않은노이즈와배경경계픽셀을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와배경 경계 픽셀을 제거하기 위해

후처리과정이필요하다 표 은대강의윤곽선. 1 를구

하기 위한 이다Pseudo-code .

영상 상에서 기준 좌표 에 대해x, y
크기의 를 고려하면MxN window

int m = (int)(M/2);
int n = (int)(N/2);

for( int r=-n; r<=n; r++ ) {
for( int c=-m; c<=m; c++ ) {
int se =    ;
if( se>0 ) {     }
}
}

표 1 대강의 윤곽선. 를 구하기 위한 Pseudo-code

Table 1. Pseudo-code for extraction rough contour 

그림 은 이동 객체에 대한 대강의 윤곽선 검출 결과6

이다 서론에서우리는 이동객체의윤곽선은공간적으로. ,

나시간적으로변화량이큰부분에존재한다고가정했었

다 그림 에서보듯이이동객체에대한대강의윤곽선이. 6

와 가동시에큰부분에서 검출Temporal Edge Spatial Edge

됨에 따라 이 가정이 정당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a) t=25 (b) t=867 (c) t=2274

그림 이동 객체에 대한 대강의 윤곽선 검출6.

Fig. 6. Rough contour extraction results of moving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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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결과에는우리가원하지않는노이즈픽셀이많6

이포함되어있다 이는후보영역.    픽셀을중심으

로 주변 영역 에있는 픽셀들을(5x5 window) Spatial Edge

고려하다보니 배경 경계가 포함되어 검출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배경 경계를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과정이 필.

요하다.

배경 경계 정보 생성4.

에서구한대강의윤곽선.3Ⅲ 에는이동객체의실제

윤곽선뿐만아니라우리가검출하기를원치않는배경경계

픽셀과노이즈픽셀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이를제거하.

기위한후처리과정이필요하다 배경경계를제거하기위.

해서는배경경계정보를알아야하며 이를위해배경경계,

정보를생성할필요가있다 우리는매시간. 에서입력되

는영상 로부터공간적경계정보 를검출하고있다.

배경경계라함은매시간입력되는영상에서이동객체와

는별개로항상고정되어나타나는공간적경계를말한다.

따라서매시간 에서검출한공간적경계정보 상에서

동일한위치에서나타날확률이높다 따라서공간적경계.

정보 에서반복적으로나타나는경계픽셀에대해연속

적으로검출되는횟수를누적하여배경경계정보 

를생성한다 시간. 에서 상에서의임의의픽셀이

공간적경계픽셀인경우시간 에서다시이픽셀이공간

적 경계로 나타나게 되면 이는 배경 경계 픽셀일 확률이

높으므로누적횟수를 증가시키고반대로공간적경계로1

나타나지 않는 경우 누적 횟수를 감소시킨다 결국1 . 

상에서 연속 적으로공간적 경계로 나타나는 픽셀의 경우

배경 경계 일 확률이 높아져 높은 누적 횟수를 나타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낮은 누적 횟수를 나타내게 된다.

배경 경계 정보 는 수식 와 같이 구한다(2) .

여기서 는시간 에서   위치의임의의픽

셀에대해공간적경계로나타나는횟수를누적한것이며,

 는 임의의 경계 값 이다 그림 은 생(threshold) . 7

성된 배경 경계 정보를 보인 것이다.

그림 생성된 배경 경계 정보7.

Fig. 7. Estimated background edge information

후처리5.

절에서구한대강의윤곽선.3Ⅲ 에는우리가원하지

않는배경경계픽셀과노이즈픽셀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

배경경계픽셀제거와노이즈픽셀제거를위한후처리과

정이필요하다 절에서생성한배경경계정보를이용하. .4Ⅲ

여대강의윤곽선으로부터배경경계픽셀에해당하는픽셀

을제거하여최종적은이동객체의윤곽선을검출한다 또한.

주변에이동객체의윤곽선이존재하지않는점픽셀을노이

즈픽셀로간주하고이를제거한다 절에서구한대강의. .3Ⅱ

윤곽선 내에존재하는픽셀중배경경계정보 와

동일한위치에존재하는픽셀을배경경계픽셀로간주하고

이를 제거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과 같다. (3) .

   i f    (3)

여기서 는 절에서 구한 대강의 윤곽선이며.3 ,Ⅲ

   i f   ∧     

  i 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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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시간 에서의배경경계정보이고,  는

임의의경계 값이다 그림 은 절에서구한(threshold) . 8 .3Ⅲ

대강의 윤곽선에 대한 배경 경계 제거 결과 이다.

실험 결과.Ⅳ

제안한 방법은 환경에서Intel Core2 2.4 GHz Visual

을이용하여구현하였으며 실험영상은C++ 2008 , 320x240

크기의다양한실외환경에서촬영된영상을사용하였다.

그림 는실험에사용된영상들로다양한환경에서촬영된9

실외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한방법의 검출성능을 평가하기위해 과Precision

을 이용하였다 과 은 정확도를 평가Recall . Precision Recall

하는척도로서널리알려진방법이다 은검출결. Precision

과가얼마나정확한가를평가하는척도이며 은검출, Recall

해야하는것중에서실제로얼마나검출했느냐를평가하

는척도이다 과 을구하는식은식. Precision Recall (4), (5)

와 같다.

Pr
 (4)



 (5)
 제안된 방법으로 검출된 윤곽선 픽셀 중 와 일치존재하는 픽셀 수: GT ( )

: 제안된 방법으로 검출된 윤곽선 픽셀 중 와 일치존재 하지 않는 픽셀 수GT ( )

 제안된 방법으로 검출되지 않은 픽셀 중 상에 실제 이동 객체의 윤곽: GT

선 픽셀인 픽셀 수

여기에서, 는 true positive, 는 를그리고false positive

는 를나타낸다 즉false negative . 는제안된방법을통

해검출된이동객체의윤곽선픽셀들중, GT(ground truth)

이미지상의실제이동객체의윤곽선픽셀과위치가일치

하는픽셀의개수를말한다 이때 는그림 의각 실험. GT 9

영상에서물체의이동이있는하나의구간에대해 장의100

연속된이미지를추출하고이를기반으로수작업으로이동

객체의 윤곽선에 해당하는 픽셀을 표시하여 이진(binary)

영상을만들었다. 는제안된방법을통해이동객체의윤

곽선픽셀로검출되었으나 이미지상에는실제이동객GT

(a) t=25 (b) t=867 (c) t=2274

그림 이동 객체의 윤곽선에 대한 배경 경계 제거8.

Fig. 8. Results of background edge removing on the final contour of the moving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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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윤곽선픽셀이아닌픽셀의수를말한다 마지막으로.

는제안된방법으로는검출되지않은픽셀들중 이미GT

지상에는실제이동객체의윤곽선픽셀인픽셀의개수를

말한다 표 는그림 의실험영상에대한이동객체윤곽. 2 9

선검출의정확도에대한평균값을나타낸것이다 표 에. 2

서 보듯이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실외 환경에 대해 이동

객체의윤곽선검출정확도가높음을볼수있다 비디. (c)

오의경우이동객체의뭉침정도가많고이동객체의양이

많아 제안한 방법으로 검출한 윤곽선의 검출 정확도가다

소 떨어짐을 볼 수 있다.

(a) (b) (c) (d) (e) (f)

Precision 0.978 0.944 0.851 0.909 0.911 0.871

Recall 0.901 0.965 0.811 0.923 0.976 0.910

표 그림 의 실험 영상에 대한 윤곽선 검출 정확도에 대한 평균값2. 9

Table 2. Moving object contour detection average accuracy for Fig. 9

제안한 방법은 밝기의 변화에도 강인하게 이동 객체의

윤곽선을검출할 수있음을 실험을통해확인할수있었

다 그림 의 비디오클립에대해 동일한 장소에서 서. 9 (e)

로다른시간대를이용하여밝기의변화가다른실험영상

을취득하였다 그림 은동일한장소에서의다른시간대. 10

에 촬영된영상에대한이동객체윤곽선 검출 결과를 보

인 것이다.

서론에서 우리는배경영상을 사용하는기존방법에 대

해잔상효과의문제점을지적했었다 즉 배경영상을사용. ,

하는기존방법의경우아주천천히움직이는객체나오랜

시간 정지해 있는객체는 배경으로 포함되어 모델링 되고

이후 이 객체가 다시 움직일 경우 배경 영상에 잔상으로

남아 있게 되어 이동 객체로 잘못 검출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제안한방법은별도의배경영상을만들지않고현

재시간 에서입력되는영상 만을사용하기때문에이러

한잔상효과를원천적으로제거할수있다 그림 은잔상. 11

효과에따른검출결과를비교한것이다 본논문에서제안.

한 이동 객체 윤곽선 검출 방법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엔트로피를이용한방법
[6]
을이용하여성능을비교한결과

가그림 에나와있다 이결과들을보면다른방법들에12 .

비해 제안한 방법이 이동 객체 윤곽선을 강인하게 검출함

(a) (b) (c)

(d) (e) (f)

그림 실험에 사용된 실외 영상들9.

Fig. 9. Outdoor scenes used i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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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볼수있다 엔트로피를이용한이동객체윤곽선검출방.

법은 중심 픽셀 주변의 밝기 변화를 확률적으로모델링하

기 때문에 주변 픽셀의 밝기 변화가 크기 않은 경우에는

윤곽선검출이잘안됨을볼수있다 그러나제안하는방법.

은중심픽셀과주변픽셀과의밝기차를 차원으로고려하3

기 때문에 이동 객체의 윤곽 즉 픽셀의 밝기의 변화량이,

오

전

(a) (b) (c)

(e) (f) (g)

오

후

(h) (i) (j)

(k) (l) (m)

그림 밝기 변화에 따른 이동 객체 검출 결과 비교10.

Fig. 10. Comparison of contour extraction results with respect to brightnes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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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그림 윤곽선 검출 결과 비교 원본 영상 엔트로피 방법 제안한 방법12. : (a)-(c) , (d)-(f) , (g)-(h)

Fig. 12. Comparison of moving objects contour extraction results: (a)-(c) Original images, (d)-(f) Entropy method, (g)-(i) Proposed method

입력 영상 배경 영상 윤곽선 검출 결과

배경

영상차

방법

(a)

(b) (c)

제안한

방법
-

(d)

그림 잔상효과에 따른 검출 결과 비교11.

Fig. 11. Comparison of contour extraction results with respect to the ghos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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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분에서 강인한 윤곽선이 검출됨을 볼 수 있다.

결 론.Ⅴ

본논문에서는시간적 공간적경계정보를이용한이동,

객체윤곽선검출방법을제안하였다 제안한방법은시간.

와 에서입력되는영상을이용하여시간적경계정보

를 추출하였으며 시간, 에서 입력되는 영상에서 Canny

를검출하여공간적경계정보로활용하였다 시간적Edge .

경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를 이용한 새로운Sobel Mask

형태의시간적경계정보검출방법인 를제Temporal Edge

안하였다 로부터검출된시간적경계정보. Temporal Edge

를 이동 객체의 윤곽선이 존재하는 후보 영역으로 사용하

였으며 공간적경계정보를이용하여최종적인이동객체,

의윤곽선을검출하였다 시간. 에서검출한시간적경계

정보를 확률적으로 누적하여 배경 경계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윤곽선에 포함되어 있는 배경 경계를

제거하였다 다양한실험영상을통해제안한방법의우수.

성을검증하였다 특히동일한장소에서밝기가서로다른.

영상을 취득하여 밝기 변화에도 강인하게 이동 객체의윤

곽선을검출할수있었다 배경영상을생성하지않아잔상.

효과를제거할수있었으며 엔트로피방법과의비교를통,

해 제안한 방법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논문은시간적경계정보를검출하기위해새로운변

화량계산방법인 를제안했다는점에서그Temporal Edge

의의가있다고하겠다 시간. 를중심으로한 개의이미지3

와 차 영상만으로 구성되어 연산속도가 매우 빨라 실시간

응용이가능하다 또한 를통해추출되는시. Temporal Edge

간축에따른이미지픽셀의변화량정보는연속적인이미

지에서의이동물체를검출하는다른어플리케이션에서다

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고정 카메라만을 고려하여 카메라,

가움직이는상황에대해취약함을드러낸다 따라서카메.

라가움직이는상황에도이동물체의윤곽선을검출할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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