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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차량 검출  차량 추 에 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차량 검출은 도로에 설치된 고

해상도 CCTV 카메라 상에 해 가우시안 혼합모델과 수학  형태학 처리를 통하여 수행한다. 차량 추 은 

검출한 차량 객체를 기반으로 상 임 간 유클리디안 척도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보다 상세히 언 하면,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으로부터 가우시안 혼합모델을 이용하여 배경을 추정하고, 배경 상과 입

력 상의 차 상으로부터 객체를 분리한다. 분리된 후보 객체를 수학  형태학 처리를 통하여 재구성한다. 터

에서의 차량의 치에 따른 크기 특징을 분석하여 최종 으로 차량을 검출한다. 차량 추 은 입력되는 상 

임간 객체들의 유클리디안 거리 정보를 활용한다. 터 에서 촬 한 상을 이용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차량 추 방법이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real-time vehicle detection and tracking algorithms is proposed. The vehicle detection could be processed using 

GMM (Gaussian Mixture Model) algorithm and mathematical morphological processing with HD CCTV camera images. The vehicle 

tracking based on separated vehicle object was performed using Euclidean distance between detected object. In mor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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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stage, candidated objects were reformed by using mathematical 

morphological processing. Finally, vehicle object could be detected using vehicle size informations dependent on distance and vehicle 

type in tunnel. The vehicle tracking performed using Euclidean distance between the objects in the video frames. Through computer 

simulation using recoded real video signal in tunnel,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system work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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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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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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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다양한 차량 검출  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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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학  

형태학(Mathematical morphology) 처리를 통하여 차

량을 검출하고 차량 객체에 한 시간 임간 유클

리디안 거리를 계산하여 차량을 추 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터  내에서 촬 한 상을 이

용하여 제안하는 차량 검출 방법이 효과 임을 확인

한다.

Ⅱ. 객체 추  알고리즘

2.1 CAM-Shift(Continuously Adaptive Mean- 

Shift) 알고리즘

평균 이동 알고리즘[4][5]은 탐색 도우(search 

window)가 스스로 크기를 조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단 을 보완하여 상에서 객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

짐에 따라 객체의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도우 크기

를 변화시키게 보완된 알고리즘이다[6].

평균-이동 알고리즘은 커 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이론과 연 되어 있다. 커 (kernel)은 

부분의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와 같이 

지역 인 형태의 함수이다. 충분한 개수의 들이 존

재할 경우, 당한 가 치와 크기를 갖는 커 을 이용

하여 체 데이터의 분포를 표 할 수 있다. 특히 평

균-이동은 데이터의 분포로부터 경사값(Gradient)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만약 경사값이 0 이면, 분포의 

안정 인 치에 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

균-이동 알고리즘은 지역  정 을 찾기 때문에 여러 

지 에서 정 이 발견될 수 있다.

CAM-Shift 알고리즘의 동작방법은 첫째, 재 

임에서 탐색 도우의 기 치  크기를 결정한

다. 둘째, 검출된 객체의 컬러 정보를 이용하여 확률

분포를 계산하고[7], 평균 이동 알고리즘으로 탐색 

도우 내에서 데이터들의 무게 심(center of mass)을 

구한다. 셋째, 다음 임에서 탐색 도우의 심을 

두 번째에 구한 무게 심 치로 옮긴다. 마지막으로 

도우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알고리즘이 수렴할 

때까지) 두 번째 단계부터 반복하여 수행한다.

그림 1은 차량의 색 정보를 바탕으로 한 특징 데이

터의 도 히스토그램 분포를 생성하고, 차량으로부터 

추출된 특징 분포 에 도우를 치시킨다. 그리고 

다음 임에서, 생성된 히스토그램 분포가 집한 

곳을 찾는 방법으로 매 임마다 객체의 움직임을 

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색상 정보에 

민감한 CAM-Shift 알고리즘은 조명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생기는 터 에는 합하지 않다.

그림 1. 차량의 색상 분포과 추  
Fig. 1 Color distribution of vehicles and tracking 

example

2.2 Kalman 필터

Kalman 필터[8]는 특정 시스템에서 측정된 값들이 

존재할 경우, 이  측정들의 사후 확률(a posteriori 

probability)을 최 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상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에 측정된 값들을 모두 장해두

지 않고도 사후 확률을 최 화시킨다. 신 시스템 상

태에 한 모델을 반복 으로 갱신하고, 다음 번 반복

을 해 해당 모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Kalman 필터를 차량 추 에 용하면, 처음 동작 

시 임의로 첫 측 치를 설정하고 실제로 검출된 차

량의 치를 확인하고 갱신한다. 그리고 갱신된 치 



유클리디안 척도를 이용한 차량 추

 1295

정보와 차량 속도를 이용하여 다음 임에서의 

치를 측하고 추 한다. 그림 2는 재 임에서 검

출된 차량의 좌표와 속도를 이용하여 다음 임에

서 차량이 이동할 치를 측하고, 다음 임에서 

검출된 치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차량을 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Kalman 필터를 이용한 차량 추 의 
Fig. 2 An example of vehicle tracking using Kalman 

filter

그러나 터 내에서는 일반 으로 일정 거리마다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 다채 에 한 상처

리를 하여야 하므로 계산량 많아 실시간 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Ⅲ. 제안하는 차량추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CCTV를 통하여 입

력된 상을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과 수학  형

태학 필터를 이용하여 배경과 객체를 분리하고, 분리

된 객체를 차량 정보와 매칭을 시켜서 차량이라고 

단되면 유클리디안 척도를 용하여 차량을 추 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블록도이다.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을 가우시안 혼

합모델 방법을 용하여 략 으로 배경과 경을 

분리한다. 수학  형태학 필터처리를 이용하여 후처리

를 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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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하다. 다수의 배경 물체에 처하기 해서 C. 

Stauffer and W.E.L. Grimson[9]가 배경 모델을 증가

하는 방법을 식(1)과 같이 제안하 다.

그림 3. 차량추  시스템 흐름도
Fig. 3 Flow chart of the vehicle tracking system 

 




  (1)

여기서   은 혼합 모델의 갯수 는 재 픽셀 

값  , 와   는 시간 에서 번째 가우시안 모

델의 가 치, 평균과 공분산행렬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은 3∼5 사이의 개수를 사용하여 표 한다.

  개의 가우시안 모델들 에서 식(2)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모델을 배경모델로  이용한다. 

 argmi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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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유클리디안 척도(Euclidean Distance)

유클리디안 척도[10]는 차원에서 두 간의 거리

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와 는 차원에서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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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3)

식(3)을 이용하여  와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두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

즘에서는  수식을 이용하여 이  임에서 검출

된 차량과 재 임에서 검출된 차량들의 심좌

표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치에 

있는 차량을 동일한 차량으로 단하고 추 한다. 

그림 5.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량 추  결과
Fig. 5 Vehicle tracking results using proposed 

algorithm

그림 5는 이  임에서 검출된 두 의 차량과 

재 임에서 검출된 두 의 차량의 치 좌표를 

이용하여 두 차량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

운 거리를 가지는 차량을 동일한 차량으로 단하고 

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임에서의 1

번과  차량이 재 임에서도 동일 차량으로  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알고리즘 계산량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computational speed 

구 

분

CAM

Shift

Kalman

Filter

제안하는

알고리즘

1 16 ms 3 ms 1 ms

2 38 ms 7 ms 2 ms

3 67 ms 12 ms 3 ms

표 1은 CAM-Shift, Kalman 필터와 제안하는 알고

리즘에 한 차량 추 에 한 수행 속도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차량수가 증가하더라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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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와 같이 

2 가지의 터  환경의 상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

행하 다. 터 환경(a) 주간 조명 환경이고, (b)는 야

간 조명 환경이다. 카메라 높이는 3 m∼3.5 m이고, 

100 m∼150 m 간격으로 설치를 권고하고 있어 기  

범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설치하 다.

기본 으로 입력 상에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

용하여 배경과 차량을 분리하고, 분리된 차량에 해

서 CAM-Shift 알고리즘, Kalman 필터, 유클리디안 

척도를 용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 다.  각각의 터

환경에서 알고리즘별로 차량을 추 하는 치 정보

의 x, y 좌표를 장하여 그래 로 나타내었다. 치 

좌표는 차량의 심좌표를 사용하 다. 실측값은 테스

트 상에서 실제로 차가 움직이는 치정보의 좌표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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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조명  카메라 치에 따른 터  환경
Fig. 6 Tunnel environments for lights and camera 

location 

그림 7, 그림 8 그리고 그림 9는 각각 터 환경 (a)

에서  CAM-Shift 알고리즘, Kalman 필터 그리고 유

클리디안 척도를 용하여 차량 추  결과이다. 

그림 7. 터 환경 (a)의 CAM-Shift알고리즘 추  궤
Fig. 7 Tracking contour using CAM-Shift algorithm in 

tunnel environment (a)

그림 8. 터 환경 (a)의 Kalman 필터 추  궤
Fig. 8 Tracking contour using Kalman filter algorithm in 

tunnel environment (a)

그림 9. 터 환경 (a)의 제안하는 알고리즘 추  궤
Fig. 9 Tracking contour using proposed algorithm in 

tunnel environment (a)

그림 10. 터 환경 (b)의 CAM-Shift알고리즘 추 궤
Fig. 10 Tracking contour using CAM-Shift algorithm in 

tunnel environme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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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터 환경 (b)에서 Kalman 필터 추  궤
Fig. 11 Tracking contour using Kalman filter algorithm 

in tunnel environment (b)

그림 12. 터 환경 (b)의 제안하는 알고리즘 추 궤
Fig. 12 Tracking contour using proposed algorithm in 

tunnel environment (b)

그림 10, 그림 11 그리고 그림 12는 각각 터 환경 

(b)에서의 차량 추  궤 을 보여 다. CAM-Shift 

알고리즘은 터 환경 (a)에서 체로 정상 인 추

을 하지만 Kalman필터 추 과 제안하는 방법에 비하

여 추  성능이 떨어진다. 터 환경 (b)에서는 그림 

10의 결과와 같이 정상 인 추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 

조명에 따라 터  내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

에 색상 정보에 민감한 CAM-Shift 알고리즘의 성능

이 하되었다. Kalman 필터는 터 환경 (a)와 터

환경 (b)에서는 측 값에서 작은 오차들이 발생하

으나 체로 정상 인 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두 상황의 터 환경에서 정상 인 

추  궤 을 나타내고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경과 객체를 분리해서 정확하게 

객체를 검출하고, 먼 거리에서도 검출을 가능하게 하

기 해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과 수학  형태학

을 이용하여 배경과 객체를 분리하 다. 움직이는 객

체에 하여 차량 여부 단을 하여 터  환경에 

따른 거리별, 차량 종류별로 크기정보를 가지고 분리

된 객체와 매칭을 시켜서 차량여부를 결정한다. 차량

에 하여 유클리디안 척도를 용하여 추 함으로써 

구 이 용이하고 계산량이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하여 

다. 실험을 통하여 유클리디안 척도를 이용하는 방

법이 차량 추 에 효과 인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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