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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감지와 통신 데이터 전송량의 관점에서 서베일런스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추적하기 위하
여 전송 데이터를 감소시키는 최소 윤곽선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객체 추적에 대한 감지를 수행
하고 서버와의 영상 데이터 전송 시 영상 데이터 전송량을 줄임으로써 서버와의 통신 부하를 최소화한다. 이 알고리
즘은 객체의 운동학을 기초로 최소 추적 영역을 사용한다. 객체의 운동학의 모델링은 예정된 시간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객체에 의해 운동 역학적으로 방문될 수 없는 추적 영역의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시작한다. 실시간으로 객
체를 검출하는 응용 분야에서 대량의 영상 데이터를 전송시에 전송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주제어 : 객체 검출, 영역 기반 추적, 벡터화 방식, 최소 윤곽선 추적, 객체 추적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inimal contour tracking algorithm that reduces transmission of data for 
tracking mobile objects in surveillance networks in terms of detection and communication load. This algorithm 
perform detection for object tracking and when it transmit image data to server from camera, it minimized 
communication load by reducing quantity of transmission data. This algorithm use minimal tracking area based 
on the kinematics of the object. The modeling of object's kinematics allows for pruning out part of the 
tracking area that cannot be mechanically visited by the mobile object within scheduled time. In applications to 
detect an object in real time,when transmitting a large amount of image data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transmissio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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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데이터 송의 효율성은 환경 감시, 역 감시  객체 

추 과 같은 의도된 응용 로그램에 하여 운 되는 

서베일런스의 네트워크의 송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시 네 트워크의 송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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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에서 요한 연구 쟁  의 하나이다. 특히, 객체 

추  응용 로그램에서, 상 데이터 송의 효 율성은 

장시간의 목표물 추 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요한 요

인이다. 통신 부하의 감소 측면에서 객체 추  알고리즘

은 이동할 수 있는 목표물의 추 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

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송량을 최소함으로써 

서베일런스 네트워크의 송 효율을 최 화해야 한다. 

추  역은 이동할 수 있는 객체가 어떤 제한된 시간 동

안에 그것의 재 치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역으로서 정의된다. 기존의 추  방법은 단순성을 하

여 역에 근거한 추  역을  이용한다[1,2].

사람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객체는 사람의 운동 

달 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추 하는 상안의 모

든 역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에

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일치하는 객체의 운동 달 

방식을 사용한다면 각 추  역 안에 있는 객체들의 윤

곽을 감소시킴으로써 상 데이터 송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가 어떤 제한된 시간 동안에 방

문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 이션 가능성이 없는 역을 

추  상 안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추

 역이 객체의 운동 달 방식을 기 로 최소 크기의 

역이 되도록 만든다. 최소한의 추  역 안에 있는 객

체들의 상 데이터만이 어떤 제한된 시간 동안에 객체

를 추 하기 하여 송된다.

따라서, 객체의 이동 궤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객체

를 포함하는 최소 추  역을 갱신함에 의하여 제안하

는 방법을 기 로 하는 서베일런스 네트워크는 역 기

반 추 을 기 로 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더 은 통신 데

이터 송량을 이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동하고 

있는 객체 추 을 한 문제 정립과 최소 윤곽선 추  알

고리즘에 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추  윤곽선의 모

델링, 추  윤곽선의 최 화, 통신 부하량의 최소화  측

정 에러 처리를 설명한다. 4장에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최소 윤곽선을 기 로 하는 방법이 역 기반 추 을 기

로 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

여 다.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2. 제안하는 방법의 이론적 배경

2.1 제안하는 객체 검출 및 추적 기술

서베일런스 네트워크의 통신 부하를 최소화하기 하

여 최소 윤곽선 추 을 기 로 하는 객체 추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최소 윤곽선 추 은 통신과 객체 탐지의 측

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객체의 최소한의 역들을 추

하는 특정 객체의 운동 달 방식을 기 로 구성되어진

다. 객체의 지역화 략은 항상 객체의 치, 속도  방

향을 찾아내기 하여 객체 추  시스템에 제공되어진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객체 추  역의 생명주기를 

복원 시간으로써 정의한다. 이 의 추  역은 복원 시

간마다 객체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추  역으로써 교체

된다. 추  사각형(Tracking Rectangle)은 복원 시간 동

안 객체가 재 치와 속도에 하여 방문할 수 있는 추

 역이다. 추  사각형의 둘 의 길이는 객체의 속도

와 복원 시간의 곱이다. 추  윤곽선은 객체의 운동 역학

을 고려하여 객체가 복원 시간 동안 재 치와 속도에 

하여 방문할 수 있는 추  역이다. 추  윤곽선의 

한 기여는 추  원에서 객체의 탐지 확률이 낮은 역

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최소 윤곽선은 객체 추 을 해 

소모되는 시스템의 계산량을 최소화하기 하여 주어진 

객체의 속도에 한 추  윤곽선이다.

2.2 제안하는 방법의 주요 아이디어

제안하는 최소 윤곽을 기 로 하는 알고리즘의 주요 

내용은 객체 추  역의 최소 범 를 결정하기 하여 

이용된 추  역을 극소화하기 한 것이다. 기존의 방

법은 항상 임의의 행보로 모델화되는 객체의 주 에 추

 사각형을 이용한다. 이러한 근이 간단할지라도, 어

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사각형을 기 로 하는 추  역

의 반 이상이 객체에 의해 방문될 수 없다[3,4].

제안하는 방법은 그러한 짧은 시간 이내에 객체가 방

문할 수 없으며 탐지 확률이 낮은 역을 제거하는 객체

의 운동학을 이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추  윤곽선

의 모양은 객체의 움직임에 따라 사각형에서 윤곽선(

를 들면, 다각형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한다. 즉, 움직이

는 객체가 동작 상태를 멈추거나 다시 움직일 때 다각형

과 같은 윤곽선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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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방법의 설계

3.1 최소 윤곽선 추적 알고리즘

최소 윤곽선 추 을 한 제안하는 방법의 모델은 객

체의 운동학을 기 로 복원 시간 동안 객체가 도달 할 수 

있는 역을 포함하는 략 인 다각형으로써 표 되어

진다[5,6]. [Fig. 1]은 단순하게 사각형 역 안에서 추

하는 객체의 추  역의 를 보여 다. [Fig. 1]에서 윤

곽선의 역이 항상 사각형 역의 부분 집합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객체 탐지와 상 데이터 송을 

한 데이터 량은 윤곽선 추 이 사각형 추 보다 더 으

며 윤곽선 추 을 기 로 하는 방법이 사각형을 기 로 

추 하는 방법 보다 훨씬 더 통신 부하를 일 수 있다.

        

[Fig. 1] Simple Object Tracking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객체 추 을 한 통신 부하를 

극소화하는 3개의 설계 목표가 있다. 첫째는, 최소 윤곽

선을 한 복원 시간의 최 화이고 둘째는 상 데이터 

송의 에서 통신 비용의 최소화이다. 셋째는, 객체

의 탐지를 한 응용 로그램의 계산량의 최소화이다.

복원시간은 객체의 속도가 주어진 윤곽선의 크기를 

결정한다. 즉, 복원 시간이 더 크면 윤곽선이 더 크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객체 추 을 하여 통신 부하

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최 의 복원 시간을 사용한

다.  이 복원 시간은 통신 비용, 계산 비용, 그리고 객체 

탐지 비용과 같은 추 을 한 모든 동력 비용을 고려하

여 최 의 시간이 선정된다. 탐지된 객체에 한 추 에

서 상에 한 계산 기술은 통신 비용 감소를 해 조정

되어진다. CCTV 카메라와 같은 감지 장치가 객체의 움

직임 정보(즉, 치와 속도)와 복원 시간  상 안에 있

는 객체의 추  계산량을 이기 하여 지역 으로 결

정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

키기 하여 서베일런스 네트워크의 생명 주기를 확 하

기 한 것이다. 첫째, 이 방법은 객체 추 시 객체를 잃

어버리지 않고 추 하는 것을 보장하기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탐지된 객체의 상을 서버로 송시 통신 부하

를 이기 하여 객체의 속도에 합한 최소 윤곽선을 

사용하기 한 것이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객체를 검출하는 시스템이 객체 

지역화 방법을 통해 이동 객체의 치와 속도를 알 수 있

다고 가정한다[7,8].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감시 카메라

가 탐지된 객체의 움직임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로 송한다. 서버는 최소 윤곽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송된 상 데이터를 수신할 때, 그 객체가 최소 윤곽선

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객체가 새로운 윤곽선에 속하는 경우에, 객체 추 을 

해 비된 다른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이웃하는 카메라

들에게 그 메시지를 계한다. 

3.2 추적 윤곽선의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이동하는 객체가 사람이라고 가정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사람의 운동학을 기 로 하는 사람

의 움직임을 정의하고 추  윤곽선을 만들 수 있다. 

[Fig.2]는 2차원 동일 좌표계에서 사람의 운동학  모델

을 보여 다. 

객체의 재 치를 (X₀,Y₀)라고 하자. ɵ₀는 객체의 

방향이고 V₀는 객체의 속도이다. △T는 복원 시간이다.  

(X △T Y△T) 는 △T후의 목표물의 치이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세 종류로 객체의 움직임을 나 다. 즉,  직선 

움직임과 좌로 돌기, 그리고 우로 돌기이다. 제안하는 방

법에서는 3개의 형태의 움직임으로 추  윤곽선을 표

하는 하나의 다각형을 만들 수 있다. 

p= (x ,y)는 x가 x-coordinate , y가 y-coordinate인 객

체의 치 벡터이다. m=(v, θ) 는 v가 객체의 속도이고 

θ가 객체의 움직이는 방향인 객체의 움직임 벡터이다.  

따라서, 윤곽선은 사각형 보다 더 은 계산량으로 객체

를 추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윤곽선 

역 안에 있는 객체 상만을 서버에 송함으로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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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하를 일 수 있다.

[Fig. 2] The homogeneous coordinate systems 
for the 3D human model

[Fig.3]은 추  윤곽선을 구성하는 차를 보여 다. 

직선 움직임은 [Fig.3]의 (a)와 같이 두 지 이 주어진다. 

첫 번째 은 객체의 재 치인 (X₀,Y₀) 이다. 두 번째  

(X △T Y△T)는 객체가 재 속도와 최  가속도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의해 (X₀,  Y₀)로 부터 떨어진 지 이다. 

 (X △T Y△T)는 객체 움직임 변화 과정을 통해 계산

될 수 있다[9]. [Fig.3]의 (b)에서 같이, 왼쪽 들은 이산

으로 0부터 왼쪽으로 최  방향각까지 방향각이 변화

되는 것에 의한 객체의 이동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

다.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들은 이산 으로 0에서 오

른쪽으로 최  방향각까지 방향각을 변화시킴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얻어진 은 [Fig.3(c)와 같은 다각형으

로 구성된다. 

이 다각형은 추 을 해 계산되어지는 객체 추  시

스템에 의해 사용된다. 다각형 안쪽에 있는 상 데이터

들만이 서버로 송되므로 통신 부하량을 일 수 있다.

복원 시간이 객체의 한번 움직이는 시간 이하일 때, 윤

곽선 추 은 놓치는 것 없이 이동 객체의 추 을 보장한

다[10]. 윤곽선 추 은 이동 객체에 의하여 방문되는 모

든 가능한 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놓치지 않

는 객체 추 을 보장한다. 복원 시간이 한번 움직이는 시

간보다 더 클 때 윤곽선 추 이 사각형 기반 추 보다 더 

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사실, 부분의 경우 최 의 복원 시간이 복원 시간의 

(a) Two-dimensional projection images of people

(b) Angle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movement of people

(c) Detected a polygonal area of people

 [Fig. 3] Contour extraction of detected people

최 화를 통해 한 번 움직이는 시간보다 기 때문에 

복원 시간이 한번 움직이는 시간 보다 클 경우에 해 고

려할 필요가 없다[11]. 게다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

는 객체는 최 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

기 때문에 최 의 방향각으로써 오른쪽 는 왼쪽으로 

하게 움직이는 것을 고려할 수 없다.

3.3 최소 윤곽선을 위한 복원 시간의 최적화

본 논문에서는 객체 추 을 한 최소한의 상 데이

터를 이용하는 윤곽선 기반 추 을 하여 최 의 복원 

시간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객체의 재 속도에 따라 복

원 시간을 최 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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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통신 비용의 최소화

통신의 비용은 객체 추  안에서 객체 상에 한 계

산량의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최소 윤곽선 

방법에서 그런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서베일런스 시스

템에서 상당히 요하다.

3.5 객체 지역화를 위한 측정 실패의 처리

객체 탐지시 지역화는 이동할 수 있는 객체의 가능성 

있는 치를 찾아내기 하여 이용된다. 이동 객체의 방

향  속도를 측정하기 하여 두 개 이상의 지역화는 각 

지역화가 시간과 객체 치의 한 을 제공한다. 제안하

는 방법은 지 까지 지역화가 이러한 객체의 재 치

와 속도, 방향을 주기 하여 수행되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도 실제로는 모든 지역화 방법에 측

정 실패가 있기 때문에 더 사실 인 추  윤곽선을 만들

어야 한다. 

[Fig.4]는 최소 윤곽선을 기 로 찾아진 사람을 추

하는 것을 보여 다. 상의 잡음 제거를 한 처리 과

정과 평가 후에, 윤곽선 상은 최 의 윤곽 픽셀을 찾기 

하여 왼쪽 행과 오른쪽 행들의 에 하여 검색된다.

 

 [Fig. 4] Tracking of an object based on minimal 
contour

상을 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하면

서 객체 픽셀을 찾는다. 객체에 한 픽셀을 찾으면 이 

좌표를 시작으로 윤곽선 추 을 시작한다. 윤곽선 추  

진행 방향에 객체 픽셀이 존재하는지를 단한다[12].

처음에, 재 행과 이 행의 열의 값들 사이의 차이값

이 계산되어 진다. 이 값은 밝기 값 변화를 기 로 계산

된다. 두 번째로, 이 의 수직 값이 검사되어 진다. 사람

이 정사각형 안에서 움직인다고 제한될지라도, 앙의 

수직 값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공이나 사람과 같은 

칭  객체의 윤곽선을 찾은 것은 한쪽 면의 윤곽선을 

찾으면 다른 쪽의 윤곽선을 찾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이다.  

 

4. 실험 결과

실험은 실험실에 서버 컴퓨터를 설치하 으며 실험실 

외부에서 PC를 각각 5 를 두고 각 PC에 한 의 웹 카메

라를 설치하여  진행하 다. 실험에서는 거리를 멀리하

기 하여 차량으로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PC 

5 를 이용하여 웹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상 데이터를 

실험실의 서버로 송하 다. 실험실의 네트워크 사양은 

100Mbps LAN이었고 외부에 있는 PC에 연결된 네트워

크의 속도는 주로 가정용 이블 LAN을 이용하 기 때

문에 가정별로 는 시간 별로 네트워크 속도에 차이가 

조  발생하 다.

실험은 총 50번을 진행하 으며 상 데이터 송이 

성공한 경우는 43번 이었으며 실패한 경우는 5번이었고 

상 데이터 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2번이었다.

다음 [Fig.5]는 기존의 사각형 기반 객체 추  방법을 

이용하여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상을 실험실의 서버로 

송할 때의 송 데이터량을 보여 다. 

실시간으로 검출된 객체 이미지을 서버로 송시 기

존의 방법을 이용하 을 때 보다 최소 윤곽선을 기 로 

한 송 방법이 데이터량을 훨씬 더 감소시켰으며 객체

에 한 인식과 인증면에서 더 강인한 면을 보여 다.  

   이는 기존의 방법에서 객체의 상을 본래의 데이터 

그 로 벡터화하는 것과 최소 윤곽선을 기 로 획득된 

상에 한 벡터화 방식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차 상을 이용한 객체의 최소 윤곽선만을 기 로 추 하

는 방법이 실시간으로 상을 송하여 객체 인식을 하

는 면에서 더 강인한 면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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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ansmission of image data based on  
square-based tracking method

[Fig. 6] Transmission of image data based on 
minimal contour 

[Fig.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소 윤곽선 기반 방

법을 이용하여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상을 실험실의 서

버로 송할 때의 송 데이터 량을 보여 다.

[Fig.7]은 두 방법간의 수신율을 비교한 결과 그래

이다. 그래 에서 보라색과 옥색은 각각 최소 윤곽선 방

법으로 실험한 결과이고 주황색은 기존의 방법으로 실험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 다. [Fig.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윤곽선 방법을 이용하여 객체에 한 상 데이터

를 서버로 송하 을 때 수신율이 훨씬 더 높고 시간도 

더 단축됨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서베일런스 네트워

크에서 평균 30%정도의 통신 부하가 감소됨을 실험을 

통해 악 할 수 있었다.

실험에서는 네크워크의 간 노드에 해당하는 컴퓨터

들의 송 속도나 역폭을 고려하여 5 의 PC 에서 

50번의 실험 동안에 각각 10번씩 교 로 진행하 다. 가

정용 PC에서 10Mbps 정도의 속도로 나오는 경우에 실패

할 가능성이 있었다.

[Fig. 7] Comparison between the two methods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운동학을 기 로 윤곽선 추

이라 일컫는 최소 추  역을 이용한 최소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이동하는 객체의 움

직임 동안에 객체 상의 데이터 송량을 임으로써  

서베일런스 네트워크에서 통신 부하를 최소화 시킨다. 

실험에서는 카메라에서 들어온 객체에 한 상 데이터

가 서버로 송 시 기존의 사각형 기반 추  방법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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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윤곽선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데이터 량이 더 어 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에는 제안하는 방법을 다른 

물체에도 용시키고 객체가 다른 물체에 의하여 일부분 

숨겨졌을 때 객체의 원 상을 복원하여 인식할 수 있도

록 개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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