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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 계를 심으로 부두나 해안가에는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양기는 어구  해산물의 하역작업에 사용

되거나, 태풍이나 악천후에 어선을 방 제 는 육상으로 인양하기 한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착장 

안  모니터링을 한 이동 객체 추  시스템은 이러한 기본 역할에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손, 도난  

침입 탐지 등의 안 을 수행할 수 있는 상 감지  이동 객체 추 을 한 시스템이다. 모션템 릿을 활용하여 

역감시에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동하는 객체(사람, 선박 등)에 해 PTZ 카메라를 이용하여 집  

감시하는 객체 추  시스템이다.

ABSTRACT

Hoist have been installed at wharfs or seashore in the center of fishing village fraternities. A Hoist is used in harbor loading 

and unloading fishing gear or seafoods and is a device to refloat fishing boats into a breakwater or land in case of typhoon or bad 

weather.

In this paper, we propose image perception and moving objects tracking system that detects boat’s damage, theft and trespassing 

occurred at the wharf. This system detects objects’ motion in real time by using the motion templet and tracks to concentrate on a 

moving object(person, boat, etc.) by using a PTZ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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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사용 인 인양기는 해안을 따라 어 계를 

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인양기의 역할은 어구  해산

물의 하역작업을 하거나, 태풍이나 악천후에 어선을 

방 제 는 육상으로 인양하는 목 으로 사용된다. 

요즘 해안의 잦은 사고로 안 이 더욱 요시 되고 

있는 시 이다. 인양기에 고정된 역을 감시하는 

역카메라를 설치하고, 집  감시를 한 PTZ(: Pan 

Tilt Zoom) 카메라를 동기화 시켜 이동객체에 한 

추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손, 도난, 침

입 방지 등의 안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해양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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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1-5].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착장 안  모니터링을 

한 이동 객체 추  시스템은 듀얼카메라 시스템으로 

역카메라는 주어진 역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추

하고, 추 된 목표물에 해 PTZ 카메라로 정확히 

상의 핵심부분으로 이동시켜(Pan/Tilt) 상의 정확한 

확인을 해 크기를 확 (Zoom)하여 지속 으로 감시

를 수행한다. 수행된 각각의 상은 사용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기존의 감시 시스템들의 단 을 보완하 다. 

Ⅱ. 련연구

2.1 티클 필터를 이용한 객체 검출

티클 필터(Particle Filter)는 잡음이 많은 비선형 

시스템의 상태를 측하는 베이지안 필터(Bayesian 

filter)의 확률  근 알고리즘으로 연속 으로 들어

오는 정보의 존재하는 측 값만 가지고 정보를 측

하는데 목 이 있다[5].

그림 1. 베이시안 필터의 그래  모형
Fig. 1 Bayesian filter in the graph model

그림 1에서 는 은닉 데이터 상태이고, 는 측 

데이터 상태인 베이지안 필터의 그래  모형이다

티클 필터는 시스템에 하게 제안된 확률분포

로써 임의의 여러 입력값을 종합하여 추측하는 것이

다. 베이지안 필터 방법과 같이 수식을 반복 사용하는 

사후 확률 분포, 사  확률 분포, 정규화 변수를 측

한다. 티클 필터에 의한 객체 검출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 효과 이며, 최근 이동 객체 검출 분야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다[7-8].

2.2 모션 템 릿을 이용한 이동 방향성 측

모션 템 릿은 모션 히스토리 이미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시간에 따라 하나의 상에 기록

하여 특정 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추 하는 기법이다. 

모션 히스토리 이미지에 기록된 상의 픽셀이 밝을

수록 최근에 움직인 부분을 나타낸다.

모션 템 릿의 수행 순서는 그림 2와 같다. 상 

임에서 (그림 2(a))와 같이 분할된 객체를 추출한다. 다

음으로 (그림 2(b))와 같이 다음 임에서 객체가 움직

이면 새로운 타임스탬 가 표시된다. 그리고 (그림 2(c))

와 같이 객체의 움직임 방양에 따라 새로운 스탬 가 표

시되며 이 에 분할된 타임 스템 는  어두워진다.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여 지역 움직임 정보를 구하

고, 이 에 사용된 역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 수

행함으로써 객체의 이동 방향을 측한다.

그림 2. 모션 템 릿의 수행 과정
Fig. 2 The process of motion templates

2.3 카메라 제어를 한 치 정보의 정의

객체의 치 정보는 이동하는 객체의 재 치를 

나타내는 좌표와 카메라가 설치된 치를 나타내는 좌

표 그리고 객체간의 거리와 높이 차, 각도로 구성된다. 

카메라의 치 값은 한번 설치하면 변하지 않게 되고, 

이동하는 객체의 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카메라

와 이동 객체간의 거리와 높이 차  각도 값은 두 좌

표를 정해진 수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그림 3. 카메라의 치 정보
Fig. 3 Position information of the camera



선착장 안  모니터링을 한 이동 객체 추  시스템

 869

그림 3은 이동하는 객체  와 각도는 카메라의 

수평 회  방향을 결정하고, 객체 간 거리(d)는 카

메라의 확   축소 배율을 결정한다. 한 카메라의 

높이 차는 카메라의 수직 회 각을 결정한다[9-11].

2.4 카메라 제어를 한 치 정보의 정의

객체를 검출하고 PTZ 카메라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

하기 해서는 PTZ 카메라의 수평, 수직회  각도 

 확 /축소 값의 동작 제어 신호호가 필요하다[10].

Ⅲ. 선착장 안 을 한 듀얼 상 모니터링 
애 리 이션

듀얼 상 분석 기반의 지능형 안  감시 시스템은 

일반 으로 유선 인터넷의 연결이 어려운 선착장에 

활용되므로 무선으로 듀얼 상을 송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듀얼 상 무선 송  스마트폰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듀얼 상 무선 송 기술  스마트폰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Fig. 4 Dual video wireless transmission technology and 
smart phones Monitoring System Configuration

인양기 근처에 유선 인터넷 망과 연결된 경우는 

Wifi를 통한 무선으로 송하며, 인양기 근처에 유선 

인터넷 망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3G/ 4G 

(Wibro/LTE)를 통한 무선으로 듀얼 상 데이터를 

송한다. 

3.1 듀얼 상 동기화 장  리 서버 시스템

역 카메라 상과 집  감시를 한 PTZ 카메라

를 동기화 시켜 장하고 리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력 상 리 서버 시스템에 Motion 

JPEG 인코딩으로 송된 두 가지의 상을 시간에 

맞추어 동기화시켜, 클라이언트 요청 시 두 상을 동

기화시켜 송한다.

그림 5는 인양기에 탑재된 듀얼 상 동기화 장 

 리 서버 시스템으로써 최  4개의 듀얼 상 시

스템(총 8개)의 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 

장하고 리하며, 장 용량은 30일 이상으로 설계하

다. 소비 력은 45W 이내로 하여 낮은 소비 력으

로 다수의 상 시스템을 리 한다.

그림 5. 인양기에 탑재된 듀얼 상 동기화 장  
리 서버 시스템

Fig. 5 Dual video synchronization server storage and 
management systems with groups Salvage

3.2 듀얼 상 스마트폰 모니터링 어 리 이션

다목  인양기에 탑재된 듀얼 카메라의 상을 동

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니터링 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Motion JPEG 인코딩된 상 데이

터를 무선 송으로 수신하여 스마트폰에서 디스

이 한다. PTZ 카메라의 Pan/Tilt/Zoom 제어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여 원격으로 원하는 부분에 한 집  감

시가 가능하도록 하 다.

30만 화소 의 상을 3G인 경우 5f/s. 4G인 경우 

10f/s 이상, Wifi의 경우 15f/s 이상의 상 송이 가

능하다.

그림 6은 듀얼 상 스마트폰 모니터링 애 리 이

션으로 로그인 화면(그림 6(a))과, 로그인 후 역 카

메라와 PTZ 카메라의 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카메

라 선택 화면(그림 6(b))이다. 역카메라에 입력된 

상(그림 6(c)), PTZ 집  감시 모니터링 화면그림 

6(d))이다. 휴 하기가 편해 언제 어디에서든지 선착

장의 상황을 확인 할 수 있고, 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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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듀얼 상 스마트폰 모니터링 어 리 이션
(a) 듀얼 상 감시 시스템 로그인 (b) 듀얼 상 감시 
카메라 선택 (C) 역 감시 카메라 상 (d) PTZ 

집 감시 모니터링
Fig. 6 Dual video monitoring applications smartphones

(a) Dual video surveillance sign 
(b) Select Dual video surveillance cameras 
(c) Greater surveillance camera video
(d) PTZ intensive surveillance monitoring

Ⅳ. 선착장 안  모니터링을 한 이동 객체 
추  시스템

모션 템 릿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역 감시 상

에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동하는 객체

(사람, 선박 등)에 해 PTZ 카메라를 자동으로 제어

하여 집  감시하는 객체 추  기술을 연구하 다.

4.1 상 분석 기반의 움직임 자동 추   지능형 

안  감시 시스템

역 감시 상 차 분석을 통한 피사체의 움직임 

감지  동기화된 PTZ 카메라의 자동 

Pan/Tilt/Zoom/focusing 제어를 하여 피사체의 거리 

 크기 추측에 한 라미터를 생성한다. 

객체 검출을 해 객체에 한 를 체 스크린 

역에서 검출 역을     

로 정의 하 다. 객체의 치를 평균으

로 하는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 티클 
를 생성한

다. 검출하고자 하는 객체의 히스토그램과 티클 각

각의 히스토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객체를 추 한다. 

움직이는 물체에 한 크기 감도를 조 할 수 있도록 

Threshold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 하 으며, 

RGB, Grey, 흑백 모드로 움직임을 검출할 수 있도록 

옵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RGB모드는 모든 색에 한 차분 상을 계산하여, 

속도가 느린 반면 움직임에 한 미세한 차이까지 검

출 가능하다. Grey, 흑백 모드는 RGB 칼라 상을 단

순하게 변환시켜 계산량이 어 움직임 검출 속도를 

빠르게 감지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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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림 7. 움직임 검출을 수행한 결과
(a) 움직임 검출 RGB 모드
(b) 움직임 검출 Grey 모드
(c) 움직임 검출 흑백모드

Fig. 7 Performance results of motion detection
(a) RGB mode, Motion Detection
(b) Grey mode, Motion Detection

 (c) Black-and-white motion-detection mode

그림 7은 각 모드의 움직임 걸출 수행 결과이다.

역카메라는 고정 으로 지정역역을 감시하여야 

하며 PTZ 카메라는 수평, 수진 회   확 , 축소 

동작을 수행하여 이동 객체에 한 지속 인 감시와 

함께 감기 상을 촬 한다. 이런 이유로 듀얼 카메라

는 같은 치에 있다고 가정해야하므로 실제 치를 

최 한 가깝게 설치하 다. 듀얼 카메라의 치는 인

양기 상단부가 아닌 간 치인 이유는 상단부는 인

양기 회 과 함께 회 하므로 고정자세가 필요하여 

인양기 간에 고정하 다.

그림 8은 역카메라의 상 화면과 PTZ 카메라의 

상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역 카메라의 화각(FOV)

은 66°이며 상의 비와 높이를 ScreenWidth, 

ScreenHeight로 정의 하 고, 객체 추 을 한 PTZ 

카메라의 상을 ObjectWidth, ObjectHeight로 정의

한다. PTZ 카메라의 수평회 각의 범 는 0°~360°이

며, 수직 회 각은 0°~90°이고 확  축소 벨은 최

최소 0~9999 벨 값을 가진다.

듀얼 카메라의 동기화를 해 아래 수식과 같이 

Pan, Tilt, Zoom 라미터 값들을 사용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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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지정 역 감시 수

행 시 역 카메라와 PTZ 카메라의 상 정보를 동

기화 시켰으며 PTZ 카메라의 수평, 수직 회 각의범

를 벗어나지 않게 하 고, 확 , 축소 동작 수행도 

원활하다. 

동기화된 역 카메라와 PTZ 카메라의 화면 좌표

를 이용하여 역 카메라에서 검출된 객체의 좌표를 

PTZ 카메라로 송출하여 PTZ 카메라를 제어하 다. 

그림 9. 는 움직임 자동 추   지능형 감시 시스

템의 동기화된 라이  뷰 화면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차량에 해 정확하고 빠르게 추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9. 이동 인 사람에 한 자동 추  테스트 
결과

Fig. 9 Auto-tracking test results for people on the 
move

4.2 시스템의 실험환경  결과

시스템의 소 트웨어 개발 환경은 Windows 7기반으

로 구 , Visual C++ 2010, Open CV 2.4.5 Library이다. 



JKIECS, vol. 10, no. 8, 867-874, 2015

872

표 1. 제어 송출신호 횟수와 추 률 비교
Table 1. Control signal transmission rate compared to 

the number and tracking
Target tracking moving objects
People Cars Ships

signal rate signal rate signal rate
Motion templates 
before applying

53 88 32 82 21 80

Motion templates 
after applying 23 92 12 90 10 90

표 1은 모션템 릿 용 후의 송출 횟수와 추

률을 비교한 것으로 용 후의 결과가 더 좋은 성능 

 추 률을 보여주고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상 감시 시스템이나 

CCTV 시스템을 보완하는 새로운 지능형 상 감시 

시스템을 제안하기 해 상 해석을 한 객체 검출 

기법  객체의 이동성 방향 측에 한 기법을 알

아보고, 듀얼 카메라를 이용한 선착장 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하 다.

선착장 안  모니터링을 한 이동객체 추  시스

템은 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 해안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실험을 선착장이 아닌 인양기 설치 업체 ㈜뉴텍에

서 실험을 하 다. 향후 연구로 더 정확한 실험 결과 

 안  모니터링을 하여 선착장에 인양기를 설치

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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