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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혼합모델과 수학  형태학 처리를 통하여 터  내에 설치된 고해상도 CCTV 카메

라 상에 한 차량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 ,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으로부터 가우시안 

혼합모델을 이용하여 배경을 추정하고, 배경 상과 입력 상의 차 상으로부터 객체를 분리한다. 그 다음 단계

로 분리된 후보 객체를 수학  형태학 처리를 통하여 재구성한다. 최종 으로는 터 에서의 차량의 치에 따

른 크기 특징을 분석하여 차량을 검출한다. 터 에서 촬 한 상을 이용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차

량 검출방법이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vehicle detection algorithm with HD CCTV camera images using GMM(Gaussian Mixture Model) algorithm and 

mathematical morphological processing is proposed. At the first stage, background could be estimated using GMM from CCTV 

input image signal and then object could be separated from difference image of the input image and background image. At the 

second stage, candidated object were reformed by using mathematical morphological processing. Finally, vehicle object could be 

detected using vehicle size informations depend on distance and vehicle type in tunnel. Through real experiments in tunnel,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system work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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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형특성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을 피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해서는 터 건

설이 필수 이다. 터  건설은 최근 10년 동안 약 3.4

배가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터  내의 

사고 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1]. 터  

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상을 이용하여 

사고 유발 요소를 감지하고,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차

량 추 (Vehicle tracking)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조기 

응을 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상기반 터 사고감지시스템(Video based tunnel 

accident detection system)의 도입이 더욱 더 요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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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반 터 사고감지시스템은 CCTV 상을 분

석하여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보행자, 낙하물 등 사고

유형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우수한 성능의 

상기반 사고감지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객체

인 차량(vehicle)을 배경(background)으로부터 정확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의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 

하기 하여 다양한 차량 검출  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2-3]. 그러나, 기존의 차량 검출 알고리즘

은 계산량이 많고 조명의 변화에 하여 잡음이 많아 

오검출이 많은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입력 상에 하여 실시간 

처리를 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는 배경 정

보를 반 하는데 효과 인 배경추정 기법인 가우시안 

혼합모델(GMM, Gaussian mixture model)을 기반으

로 수학  형태학(Mathematical morphology) 처리를 

통하여 객체에 한 후처리를 통하여 차량을 검출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임간에 GMM 배경 추정을 

용함으로써 터 내에 설치된 일정한 간격의 조명과 

상잡음에 하여 효과 인 배경을 추정을 할 수 있

다. GMM 배경추정과 차 상(difference image)으로

부터 검출된 객체는 하나의 객체가 2 개 이상의 객체

로 분리되는 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검출된 객체

에 한 후처리로 수학  형태학 처리를 통하여 2 개

의 이상의 분리된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구성함으로

써 객체 검출 오류를 감소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터

내에서 촬 한 상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차량 검출 

방법이 효과 임을 확인한다.

Ⅱ. 배경추정 기법

2.1 가우시안 running 추정

가우시안 running 추정기(Gaussian runnig est-

imate)는 Wren et al.[1]에서 각각의 픽셀(pixel) 

에서 독립 인 배경모델 제안하 다. 이 모델은 지난 

n개의 픽셀 값이 이상 으로 맞는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기반으

로 한다. 

가우시안 running 추정기법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

   (1)

여기서 는 재 픽셀 값, 는 이  임의 평

균, 는 경험  가 치로서 값이 크면 갱신이 빨리 

되지만 불안정하고, 이 작은 값을 가지면 갱신이 느

리지만 재 픽셀 값에 안정되는 상반된 계

(trade-off)가 있으므로,   ≤ 의 범  안에 존

재하는 값을 히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우시안 확률 도함수에서 다른 매개변수인 표

편차, 도 식(1)과 유사하게 구할 수 있고 식(2)를 

만족할 경우 배경으로 구분한다. 

    (2)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표 편차(standard devi-

ation)의 계산량을 이기 해 임계치(threshold), 

를 사용하여 식(3)을 사용하여 배경 분리를 한다.

    (3)

여기서 값이 크거나 작은 경우 배경분리가 제

로 되지 않는 단 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에 맞게 

한 임계치를 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배경 모델은 모든 임에 해서 갱신하게 되면 

경값(foreground value)에 의한 배경 모델의 노이즈

가 발생하여 배경값을 제 로 구성할 수 없게 된다. 

배경모델을 잡음에 덜 민감하게 구성하기 해서 배

경값 만으로 갱신하여 배경모델을 구성하는 식(4)와 

같이 선택  갱신으로 배경모델을 구성하게 한다[4].

     (4)

여기서 배경일 경우 은 1을 가지며 배경으로 구

분된 경우에만 배경모델을 갱신하며, 경일 경우 0을 

가지게 되어 갱신하지 않는다.

2.2 가우시안 혼합모델(GMM)

시간이 지나면서 한 픽셀에서 서로 다른 배경 물체

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물

체들이 한 픽셀에서 발생하게 되면 하나의 배경 모델

로 다수의 배경물체를 배경으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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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다수의 배경 물체에 처하기 해서 C. Stauffer 

and W.E.L. Grimson[5]가 배경 모델을 증가하는 방

법을 식(5)와 같이 제안하 다. 

 




  (5)

여기서 은 혼합 모델의 갯수 는 재 픽셀 값 

 , 와 는 시간 에서 번째 가우시안모델의 

가 치, 평균과 공분산행렬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은 3~5 사이의 개수를 사용하여 표 한다.

개의 가우시안 모델들 가운데 다음 식(6)의 조건

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모델을 배경모델로  이용한다. 

 argmin




  (6)

이 때 가우시안 모델들이 합도, 를 이용하

여 정렬 후 사용한다.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높은 가 치가 배경일 가능성이 높고, 분산

이 을수록 정 이므로 마찬가지로 배경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2.3 KDE(kernel density estimate)

배경 확률 도함수의 근은 배경으로 분리된 가장 

최근의 값들로 히스토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

만, 샘 의 수는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근사치 확

률 도함수는 계단 함수(step function)이고 실제 확

률 도함수보다 부족한 모델을 제공하며, 확률 도함

수를 알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Elgammal et al.[6]는 지난 개

의 배경 값의 버퍼(buffer)에서 KDE에서의 기반인 비

모수 모델의 배경 분포의 모델을 제안했다.   

[6]에서 배경 확률 도함수는 가장 최근의 개의 

배경 값,를 심으로 가우스 커 (kernel)의 합으로 

주어진다.

  
 




   (7)

여기서 은 보통 100보다 작은 수를 이용하고, 

은 모두 같다고 한다. 만약 배경 값들을 모르거나, 분

류되지 않은 샘  데이터 신에 사용할 수 있고, 

기의 부정확한 모델을 업데이트를 통해 복구 할 수 

있다. 의 배경분리는 식(5)를 기반으로   

으로 할 수 있다.

모델 갱신은 식(3)의 선택  업데이트를 사용하고 

선입선출(FIFO) 방법을 이용하여 배경 값의 버퍼를 

업데이트하여 얻는다. 이 방법은 경 값들로부터 배

경 모델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한 배경 

모델은 의 측도 요구된다. 이것이 KDE에서 핵심 

문제이다. [6]에서 분산은 두 연속 인 값의 차이의 

집합을 시간 역에서 분석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Ⅲ. 제안하는 차량검출 시스템

그림 1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블록도이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CCTV를 통하여 입력된 

상을 가우시안 혼합 모델과 수학  형태학 필터를 이

용하여 배경과 객체를 분리하고, 분리된 객체를 차량 

정보와 매칭시켜 차량을 검출한다.

그림 1. 차량검출 시스템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vehicle detection system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을 가우시안 혼

합모델 방법을 용하여 략 으로 배경과 경을 

분리한다. 수학  형태학 필터처리를 이용하여 후처리

를 한다. 가우시안 혼합모델은 2장에 언 한 방법을 

그 로 용하 으며, 수학  형태학 처리는 3.1 에 

언 하고 차량 정보 분석은 3.2 에 언 하 다.

3.1 수학  형태학 처리

그림 2는 입력 상에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용

한 후 분리된 객체를 이블링한 결과를 보여 다. 하

지만 그림 3과 같이 가우시안 혼합 모델 용 후 한 

의 차량으로 정확하게 이블링이 안되고, 차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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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잡음이 생기거나, 차량이 두 개로 분리되는 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1 의 차량이 2 로 분리되는 

상을 해결하기 하여 수학  형태학 처리인 침식연

산과 팽창연산을 용하 다[7]. 침식연산은 객체의 

크기를 그 배경과 련하여 일정하게 여주는 것인

데 객체의 크기는 어들고, 배경은 확  된다. 즉 노

이즈나 아주 작은 객체들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팽

창연산은 객체 내부의 돌출부는 감소하고, 외부의 돌

출부를 증가시켜서 객체의 크기를 확장하고 배경은 

축소하는 기법이다. 즉 객체 내부에 발생한 빈 공간을 

채우거나 짧게 끊어진 역들을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침식과 팽창을 수행한 결과 수행 과는 확연하게 다

른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결과 차량의 구분이 명확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입력 상
(a) Input image

(b) GMM 처리 후 상
(b) Image after GMM processing

(c) 결과 상
(c) Result image

그림 2. 입력 상에서 GMM을 용하고 객체를 
이블링한 결과

Fig. 2 A result for GMM and labeling with Input Image

(a) 차량안에 잡음이 생긴 경우
(a) The case of noise inside the vehicle

(b) 한 의 차량이 두 개로 분리된 경우
(b) The case of a vehicle into separate two part

그림 3. GMM만 용한 경우 문제들
Fig. 3 The problems for GMM on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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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입력 상을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로 

차량을 분리한 상의 잡음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차

량을 구분 하기 해 미디언 필터와 수학  형태학 필

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 다.

(a) 입력 상               (b) GMM 처리
    (a) Input image           (b) GMM processing

(c) 메디안 필터 처리       (d) 침식과 팽창 처리
   (c) Median filtering        (d) Erosion and dilation

그림 4. 형태학  필터 용 후 결과 
Fig. 4 The results for Morphological filter applied

3.2 차량 정보 분석

차량을 추 하기 해서는 정확하게 차량을 검출하

는 방법이 필요하다. 도로 터  방재시설 설치  

리지침(2009.8)에 따르면 터  내의 CCTV 카메라 

치  설치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차

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차량의 정보를 가

지고 차량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0 

m부터 150 m까지 10 m단 로 차량의 크기를 측정하

으며, 승용차, SUV, 트럭의 크기를 따로 측정하

다. 터 에 설치된 카메라의 치가 일정하지만 터

의 모양 따라 발생 하게 되는 차량 크기의 오차범

를 고려하여 측정하 다. 표 1은 거리별, 차량별로 분

석된 차량의 크기를 나타낸다. 

표 1. 거리  차량 종류에 따른 크기 
Table 1. The size for distance and vehicle type

거리
승용차 SUV 트럭

H W H W H W 

0M 141 171 179 194 190 181

10M 108 136 144 154 157 146

20M 90 115 118 126 129 123

30M 77 98 98 105 111 102

40M 65 85 82 87 90 81

50M 56 72 72 79 80 72

60M 47 64 62 67 68 63

70M 45 58 58 60 62 57

80M 41 52 51 57 55 51

90M 37 48 48 51 52 48

100M 33 45 45 47 48 42

110M 31 40 42 43 44 40

120M 29 36 39 42 40 37

130M 27 33 38 41 39 36

140M 24 35 37 40 38 35

150M 19 34 35 36 34 32

Ⅳ.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제안하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들을 구 하기 

해 실제 터 을 촬 한 당 28 임의 1280 x 

720p 상을 가지고 실험하 다. Intel(R) Core(TM) 

i5-2500 CPU @ 3.30GHz, 4GB RAM, window7 PC

를 사용하 으며 Visual Studio2010과 상처리 공개 

라이 러리인 OpenCV를 사용하여 구 하 다.

4.2 성능 평가  비교

성능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그림 5와 같이 

3가지의 터  환경의 상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

하 다. 터 환경(a) 주간 조명 환경이고, (b)는 야간 

조명 환경이다. 

도로 터  방재시설 설치  리지침(2009.8)에 카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5호

972

메라 높이는 3 m∼3.5 m이고, 100 m∼150 m 간격으

로 설치를 권고하고 있어 기  범  내에 설치된 카

메라를 설치하 다. 정확한 실험을 해 리지침에 

맞는 터  환경의 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제안하는 방법을 용하여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당 평균 10 임 정도이며 가우시안 혼합 

모델 처리 과정에서 가장 연산 부하가 많이 발생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블링 과정이 해당되었다. 

당 약 30 임 입력되는 상 에 당 평균 10 

임 처리 결과를 표시하니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

다.

(a) 주간 조명 환경
(a) Daytime lighting environment

(b) 야간 조명 환경
(b) Nighttime lighting environment

그림 5. 조명  카메라 치에 따른 터  환경
Fig. 5 Tunnel environments for lights and camera 

location

그림 6은 1280 x 720 상에서 감지 거리, 차량 종

류에 따른 차량의 크기를 용하여 최종 검출 역을 

결정한 결과 역을 보여 다.

(a) 승용차 검출
(a) Car detection

(b) SUV 검출
(b) SUV detection

(c) 트럭 검출
(c) Truck detection

그림 6. 차량 종류  거리별 크기 계산 결과
Fig. 6 A results for applied vehicle type and size 

according to distance range

그림 7은 다양한 종류의 차량들이 연이어 터  내 

검지 역을 통과할 때 다 으로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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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  차량 검출 결과
Fig. 7. A Results for multiple vehicle detec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원거리 객체 검출을 하여 

GMM배경추정 알고리즘과 수학  형태학 처리기법을 

연동한 검출기법을 제안하 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

(GMM)의 경우 여러 가지 라미터를 조 하여 응

으로 배경을 생성하게 하 고,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터 상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

(GMM) 만을 용한 객체검출에서는 잡음에 의하여 

객체가 분리되는 문제가 있어 수학  형태학 처리를 

통하여 객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검출된 객체에 하

여 차량 여부를 구분하기 하여 거리별, 차량 종류별

로 가로 세로 폭을 분석하여 최종 으로 차량을 확정

한다. 제안 검출 기법을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터

에서 촬 한 상을 활용하여 실험을 하고 제안하는 

기법이 효과 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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