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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객체인식은 지능 이고 다양화된 범죄 방을 한 상 감시 시스템에서 요한 기술  하나이다. 사람

의 신체 정보인 키는 그 상이 가지고 있는 신체 인 특징  하나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TV 상으로부터 보행자를 검출하고 검출된 객체인 보행자의 키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하여 GMM(Gaussian Mixture Model) 방식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객체를 분리하

고, 분리된 후보 객체들의 가로세로 비율, 크기 등의 조건을 이용하여 보행자를 검출하 다. 제안한 방법을 

CCTV 상에 용하고 동일 보행자에 하여 근거리, 거리, 원거리의 치에서 키를 추정하고 정확성을 

평가하 다. 실험결과 근거리에서 97%, 거리에서 98%, 원거리에서 97% 이상의 정확도로 키 추정이 가능

함을 보 다. 한 상내의 보행자는 치에 따라 크기가 다르지만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보행자

의 치에 계없이 키를 추정하는데 효과 임을 확인하 다.

ABSTRACT

Object recognition i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of the monitoring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various intelligent crimes. 

The height is one of the physical information of a person, and it may be important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In this paper, a method which can detect pedestrians from CCTV images and estimate the height of the detected objects, is 

proposed. In this method, GMM (Gaussian Mixture Model) method was used to separate the moving object from the background 

and the pedestrian was detected using the conditions such as the width-height ratio and the size of the candidate objects.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the CCTV video, and the height of the pedestrian at far-distance, middle- distance, near-distance 

was estimated for the same person, and the accuracy was evaluated.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stimate the height of the pedestrian as the accuracy of 97% for the short-range, 98% for the medium-range, and more than 

97% for the far-range. The image sizes for the same pedestrian are different as the position of him in the image,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estimate the height of pedestrian for various positio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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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시설, 철도, 공항, 백화 과 같은 장소에서 테

러와 같은 강력범죄나, 미아, 납치, 분실 등과 같은 사

건사고의 증가로 상 감시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

고 있다. 최근 상 감시 시스템은 상분석, 패턴인

식 등의 기술을 용하여 자동으로 범죄자를 찾거나 

화재를 탐지하는 등 지능형으로 발 하고 있다. 지능

형 상 감시 시스템은 상을 효과 으로 분석하기 

한 처리 과정과, 원거리 환경에 합한 객체검출 

 신원확인 기술이 요구된다. 원거리 상 감시 시스

템에서 신원확인을 한 신체 정보로는 얼굴, 걸음걸

이, 키 등이 있고 그 외 옷이나 모자 등의 정보를 추

가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사람의 신체 

정보  하나인 키는 상이 가지고 있는 신체 인 

특징  하나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1-5]. 

본 논문에서는 CCTV 상을 기반으로 하는 보행

자의 키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기반의 보

행자 키 추정을 구 하기 해서는 객체인 보행자를 

배경으로부터 정확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 상에 하여 실시간 처리를 

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는 배경 정보를 반 하

는데 효과 인 배경추정 기법인 가우시안 혼합모델

(GMM)을 기반으로 보행자를 검출하고[6-7], 검출된 

보행자의 특징 정보와 사 에 설정된 높이 정보를 비

교하여 보행자의 키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CCTV 상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보행자의 키 측정 

방법이 보행자의 치에 계없이 키를 추정하는데 

효과 임을 보여 다.

Ⅱ. 상기반 키 측정 방법

그림 1은 상기반의 보행자 키 추정을 한 체 

알고리즘의 블록도이다. 처리 과정(preprocessing)은 

CCTV를 통하여 입력된 상을 GMM 처리를 통하여 

움직이는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고 잡음을 제거하기 

해 모폴로지 연산(morphological filtering)과정을 수

행한다. 그리고 검출된 후보 객체들에 해 이블링

(labeling)을 수행하고 객체의 크기, 비율 등의 데이터

를 수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림 1. 키 추정 흐름도
Fig. 1 Block diagram of height estim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검출된 후보 객

체들 에서 보행자를 검출하는 과정과 제안하는 방

법으로 보행자의 키를 추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보

행자를 검출하는 과정은 사 에 설정되어 있는 조건 

즉, 객체의 높이/폭 픽셀 비율과 크기 등을 만족하는 

객체를 검출하여 보행자로 별하는 과정이다. 키 추

정 과정은 보행자로 별된 객체의 높이 정보와 사

에 설정된 상 내의 기  높이와 비교하여 계산한다.

2.1. GMM을 사용한 경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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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M은 가우시안 값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만들

어진 모델이다. 여러 가우시안 값들은 이 에 어떤 사

건이 일어날 확률의 집합으로 사후 확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값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상의 

픽셀의 경과 배경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GMM을 

용하 다[6-10]. 

식 (1)은 가우시안 혼합모델을 나타내는 수식이다.

 




∑  (1)

여기서 M은 혼합 모델의 개수, 는 재 픽셀

(pixel) 값, 와  , ∑는 각각 시간 에서 번째 

가우시안 모델의 가 치, 평균, 공분산 행렬을 나타낸

다. 일반 으로 M은 3～5 사이의 개수를 사용하여 표

한다. M개의 가우시안 모델들 가운데 다음 식 (2)

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우시안 모델을 배경모델로 사

용한다.

  arg




  (2)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높은 가

치가 배경일 가능성이 높고, 분산이 을수록 정

이므로 배경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2.2. 보행자 검출

GMM을 통해 경과 배경을 분리하게 되면 상 

내의 움직이는 후보 객체들을 검출 할 수 있다. 보행

자를 검출하기에 앞서 상 내에 존재하는 잡음을 제

거하기 해 모폴로지 연산을 수행한 뒤 검출된 후보 

객체들에 해 이블링을 수행하여 객체의 특징 데

이터를 수집한다. 이블링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특

징 데이터는 객체의 폭(width), 높이(height), 크기

(size), 사각형 좌표(coordinate) 등이 있다. 

그림 2는 입력 상에서 GMM을 용한 결과와 모

폴로지 연산 수행 결과와 이블링 수행 결과를 보여

다. 그림 2-(a)는 원본 입력 상을 보여주고 그림 

2-(b)는 원본 입력 상의 GMM 연산 결과를 보여

다. GMM을 통해 배경과 움직이는 객체를 분리하 지

만 잡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c)는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기 해 모폴로지 연산을 수행하

여 잡음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2-(d)는 검

출된 후보 객체에 해 이블링을 수행하여 사각형 

박스를 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객체의 특징 데이터

인 폭, 높이, 크기, 사각형 좌표를 획득 할 수 있다.

(a) Input image (b) GMM

(c) Morphology (d) Labeling

그림 2. 입력 상 처리 결과
Fig. 2 The results of preprocessing

한편 처리 과정을 통해서 상 내에 존재하는 움

직이는 후보 객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이 후보 객체

들이 보행자인지 아닌지를 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보행자 후보 이미지
Fig. 3 Image of the pedestrian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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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상 내의 후보 객체가 보행자인지 

아닌지를 별하기 해 객체의 높이/폭 픽셀 비율을 

사용하 다. 그림 3은 보행자의 높이/폭 픽셀 비율을 

구하기 하여 동일한 장소  동일한 치의 카메라

로부터 각각 다른 거리에 치한 보행자의 이미지이다. 

표 1. 보행자의 높이 / 폭 픽셀 비율
Table 1. Height-to-width pixel ratio of pedestrian

Object 1 Object 2 Object 3 Object 4

Height-Width Ratio 
'R'

3.06 3.04 2.96 2.81

Average of ratio 2.97

Variance of ratio 0.035

그리고 표 1은 각 보행자의 높이/폭 픽셀 비율(R)

과 이들의 평균  분산을 보여 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구한 평균값과 분산값을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조건식을 설정하 다. 검출된 후보 객체의 픽셀 비율

이 식 3의 조건을 만족하면 보행자로 최종 별하고 

그 외의 객체들은 보행자 후보에서 제외된다. 

     (3)

한 객체의 폭(W) 픽셀 값에 해서도 임계값을 

식 4와 같이 설정하여 무 큰 객체 는 작은 객체

를 보행자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4)

즉, 처리 과정을 통해 검출된 객체들 에서 가

로로 길거나 자동차 같은 큰 객체들은 보행자 후보에

서 제외된다. 그림 4는 앞의 조건식을 이용하여 검출

된 후보 객체들의 보행자 별 결과를 보여 다.

2.3. 키 추정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 추정 방법은 입력 상 

내에 기  높이를 사 에 설정하여 보행자의 높이 픽

셀과 기  높이 픽셀을 비교하여 키를 추정한다. 그림 

5는 CCTV 입력 상의 한 장면을 보여 다.

그림 4. 보행자 검출 결과
Fig. 4 The results of the pedestrian detection

그림 5. CCTV 입력 상
Fig. 5 CCTV input video

상의 크기는 1280x720p 이고, 좌측 상단 (0,0) 으

로부터 우측 하단 (1280,720)의 좌표를 가진다. 상 

내에 기  높이를 설정하기 해 높이 1500mm인 삼

각 (tripod)를 P1～P6 지 에 설치하 고, 각 지 에 

해 x(pixel)와 h(pixel)를 측정하 다. 여기서 x는 

상의 상단에서부터 삼각 의 다리 끝 부분(삼각

가 서 있는 치)까지의 거리에 한 픽셀이고 h는 

삼각 의 높이 픽셀이다. 즉 높이 1500 mm인 삼각

가 상 내에서 몇 픽셀을 차지하는지를 측정한 것이

다. 표 2와 그림 6은 각 지 에 해 설치한 삼각 의 

x와 h 값을 보여 다. 그림 6에서 x축은 x를 나타내

고, y축은 h를 나타낸다. 카메라를 기 으로 삼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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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내에서 차지하는 픽셀 h 값이 치에 비례하여 

바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각 지 에 한 삼각 의 x와 h 값
Table 2. The value of the x and h for each point

(unit : pixel)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x(pixel) 234 374 706 234 378 707

h(pixel) 94 136 232 96 139 237

그림 6. 각 지 에 한 삼각 의 x와 h 그래
Fig. 6 The graph of the x and h for each point

그림 6에서 보듯이 삼각 의 치 x에 따른 높이 

픽셀 h는 선형 특성을 가지며 이 결과로부터 식 5와 

같은 추정식을 도출하 다.

   (5)

따라서 삼각 가 상 내에 어느 곳에 치하여도 

삼각 가 차지하는 높이 픽셀 h를 얻을 수 있게 된

다. 그림 7은 앞서 2.2 에서 설명한 보행자 검출을 

통해 검출된 보행자의 사각형 좌표(obj_coordinate)와 

높이 픽셀(obj_h) 정보를 보여 다. 사각형의 하단부

분 좌표를 이용하면 상에서 보행자가 재 서 있는 

치(obj_x)를 알 수 있다. 이 치 좌표를 식 (5)에 

입하면 동일한 치에서의 삼각  높이 픽셀 h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보행자의 키(H)를 추정하기 

하여 동일한 치에서 보행자의 높이 픽셀과 앞서 구

한 삼각  높이 픽셀 h를 비교하는 비례식을 구하면 

보행자의 추정 키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정리하면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 검출된 객체의 특징 정보
Fig. 7 The feature information of the detected 

object

       (6)




 (7)

Ⅲ. 실험 결과  검토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구 하기 해 입력 상으로 

당 24 임의 1280 × 720p 상을 사용하 고, 

Intel(R) Pentium(R) CPU G2020 @ 2.90GHz 

2.90GHz, 4GB RAM, window7 PC를 사용하 으며 

Visual Studio2010과 상처리 공개 라이 러리인 

OpenCV를 사용하여 구 하 다. 보행자의 키 추정은 

동일한 CCTV 상에 하여 근거리, 거리, 원거리

로 구분하여 실험을 하 다. 여기서 근거리는 높이 

5m의 CCTV 카메라로부터 수평거리 14m 떨어진 지

이고 원거리는 수평거리 35.5m 떨어진 지 이다. 

그리고 근거리와 원거리의 앙 지 을 거리로 하

다. 그림 8은 CCTV 상에 구 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키 추정을 한 결과 상들을 보여 다. 그리고 

표 3～5는 근거리, 거리, 원거리에서의 보행자의 키 

추정 실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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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알고리즘 용 결과
Fig. 8 The result of the applied algorithm

키 추정 값은 각 거리에 하여 여러 번 반복 측정

하여 측정값의 평균으로 계산하 다. 실험 결과로 근

거리 키 추정은 42.8 mm의 평균 오차(2.38 %의 오차

율)가 나왔고, 거리  원거리 키 추정은 각각 34 

mm, 48.3 mm의 평균 오차(1.9 %, 2.82 %의 오차율)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람이 키를 측정할 때 신발

을 신지 않는다는 과 머리를 꾹 러서 측정한 다

는 을 고려한다면 상기반의 비 식 키 추정으

로는 오차가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안하는 

방법이 보행자의 치에 계없이 약 97 % 이상의 

정확도로 키를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당 5 임의 처리

속도를 보여주었다.

표 3. 근거리 키 추정 결과
Table 3. The results of near-distance height estimation

(unit : mm)

Object Real Height Estimated Height errors error rate

1 1580 1596 +16 1.01%

2 1880 1948 +68 3.61%

3 1720 1755 +35 2.03%

4 1700 1753 +53 3.11%

5 1880 2023 +143 7.60%

6 1580 1571 -9 0.57%

7 1700 1712 +12 0.70%

8 1720 1727 +7 0.40%

Average errors 42.8 2.38%

표 4. 거리 키 추정 결과
Table 4. The results of middle-distance height 

estimation

(unit : mm)

Object Real Height Estimated Height errors error rate

1 1580 1577 -3 0.19%

2 1880 1922 +42 2.23%

3 1720 1764 +44 2.55%

4 1700 1733 +33 1.94%

5 1880 1974 +94 5.00%

6 1580 1578 -2 0.12%

7 1700 1744 +44 2.59%

8 1720 1710 -10 0.58%

Average errors 34 1.9%

표 5. 원거리 키 추정 결과
Table 5. The results of far-distance height estimation

(unit : mm)

Object Real Height Estimated Height errors error rate

1 1580 1543 -37 2.34%

2 1880 1926 +46 2.44%

3 1720 1739 +19 1.10%

4 1700 1731 +31 1.82%

5 1880 1984 +104 5.53%

6 1580 1451 -129 8.16%

7 1700 1689 -11 0.64%

8 1720 1730 +10 0.58%

Average errors 48.3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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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CTV 상 기반으로 하는 보행자

의 키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객체를 배경으

로부터 정확히 분리하기 해 GMM을 사용하 다. 

상 내의 보행자는 치에 따라 크기가 서로 다르지

만 상 내의 기  높이를 치에 따른 수식으로 표

함으로써 보행자의 치에 제약 없이 키를 추정 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하여 상 내의 보행자의 치에 

계없이 약 97% 이상의 정확도로 키 추정이 가능함

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내용 기반 상 검색  

객체 추  등의 지능형 상처리 분야에 활용될 것으

로 기 된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객체들 간의 겹침 문

제에 있어서 보행자를 정확히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

를 해결하고, 키 추정의 정확도 향상을 한 알고리즘

의 개선에 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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