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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들어 상처리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상처리에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기술은 

실시간으로 객체를 추 하는 기술이다. 객체를 추 하는 방법은 보행자를 추 하는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경과 배경 분리 방법을 사용하는 Codebook 같은 방법 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객체가 움직이거나 동 인 배경, 조명변화가 심할 경우 객체 추출이 어려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ROI(Region of Interest)기반 깊이 상과 컬러 상의 특징을 이용해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깊이 상에서 배경분리를 통해 객체의 치를 찾아 ROI로 설정해 다. 두 번째, 컬러 상을 이용

하여 상의 특징 을 찾는다. 세 번째, 특징 과 객체의 볼록헐(convex hull) 구성 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윤곽을 만들어 더 정확한 객체를 추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결과가 좀 더 정확한 객체를 추출하고 있음을 검증하 다.

■ 중심어 :∣객체 추출∣코드북∣특징점∣

Abstract

Recently, Image processing has been used in many areas. In the image processing techniques 

that a lot of research is tracking of moving object in real time. There are a number of popular 

methods for tracking an object such as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to track 

pedestrians, and Codebook to subtract background. However, object extraction has difficulty 

because that a moving object has dynamic background in the image, and occurs severe lighting 

chang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object extraction using depth image and color 

image features based on ROI(Region of Interest). First of all, we look for the feature points 

using the color image after setting the ROI a range to find the location of object in depth image. 

And we are extracting an object by creating a new contour using the convex hull point of object 

and the feature points. Finally, we compare the proposed method with the existing methods to 

find out how accurate extracting the object is.

■ keyword :∣Object Extraction∣Codebook∣Featur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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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상처리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연구되어 지고 있다. 특히 객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 (tracking)하는 기술은 오랫동안 상처

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객체를 추출하는 

기술 에서 보행자 검출 기술인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알고리즘이나 객체 추출을 한 

배경분리 방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Danal과 

Triggs이[1] 제안한 HOG 알고리즘은 히스토그램의 분

포에 따라 보행자의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보행자 

객체 검출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객체 추출 방법이

다. 하지만 HOG 알고리즘의 경우 단일 물체를 기반으

로 객체를 추출하기 때문에 객체가 포즈를 바꿀 경우 

객체를 제 로 추출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배경

분리를 이용한 객체를 추출방법은 가장 간단한 배경

상과 입력 상에 한 차 상을 이용하거나 

GMM(Gaussian Mixture Model)[2], 코드북[3]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입력 상에 

한 노이즈, 그림자, 조명변화 같은 문제 들 때문에 

객체 추출에 어려움이 있다. 를 들어 CCTV의 감시 

상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상의 잡음이 심하게 생

길 경우 객체 추출에 어려움을 주어 감시 기능에 지장

을  수도 있고 실내에서는 객체의 그림자가 객체와 

함께 추출되어 객체의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값과 칼라 상의 특징을 사용한 

ROI 기반 객체 추출 방법을 설명한다. 입력 상은 실

내의 요트 시뮬 이션 환경에서 키넥트를 이용하여 촬

하 다. 촬 된 상에서는 실내에서 촬 하 지만 

콘텐츠의 상이 계속 움직이는 동 인 배경, 갑작스런 

조명변화, 객체의 포즈 변화와 같은 객체 추출에 있어 

어려운 문제 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깊

이 상에 배경제거를 한 후 얻어지는 객체에 한 

치를 찾고 이 객체의 치를 기 으로 심 역을 지정

해 컬러 상에서는 심 역을 기반으로 객체에 한 

특징 을 추출하여 앞서 찾았던 객체보다 더 정확한 객

체를 찾는 방법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객체 추출

에 련된 연구들에 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 조건  실험 결

과에 해 설명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과 향 후 과

제에 해 서술한다.

II. 관련 연구

1. 코드북을 이용한 전경 검출 및 객체 추출
재 가장 많이 연구되어 지고 있는 경 추출 방법 

 하나는 코드북 알고리즘이다. 코드북 알고리즘은 양

자화 기법을 용하여 훈련 상 시 스로부터 배경을 

모델링하여 픽셀단 로 코드북을 생성하여 경을 추

출해 내는 방법이다[3]. 코드북은 배경의 픽셀들을 이용

해 코드워드들의 집합으로 생성되고, 생성된 기 코드

북의 경우 경  배경을 모델링한 결과가 함께 나타

나는데, 픽셀의 출 하지 못한 최장 시간을 기 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코드워드는 경의 코드워드

로 단 후 코드북에서 삭제한다. 

경 추출 과정에서는 입력 상의 각 픽셀 단 로 

코드북을 조사하여 매칭이 이루어 지면 배경 화소로 

단하고 해당 코드워드의 속성값을 수정하며, 매칭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경 픽셀로 단한다. 매칭 여부는 

색상  밝기 차이를 기 으로 한다[3].

그림 1. 코드북을 이용한 전경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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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북을 이용한 경을 검출하게 되면 배경을 제외

한 입력 상에 한 객체들을 추출할 수 있다.

2.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HOG)
HOG 알고리즘은 Danal과 Triggs[1]이 제안한 방법

으로 보행자나 물체 객체 추출 시 가장 기본 으로 사

용되는 방법이다. HOG 알고리즘은 어떤 물제 상이 

갖는 지역 인 gradient(edge 방향) 히스토그램

(histogram)의 특성을 추출하여 물체를 식별하게 된다. 

승용차나 트럭 같은 다양한 물체 검출에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보행자 추출에 가장 최 화 되어 있다.

HOG를 만들기 해서는 소벨(sobel) 마스크를 이용

하여 입력 상에 해 각각 x축과 y축에 한 gradient 

이미지를 구한다. 그리고 두 개의 gradient 이미지로부

터 각 픽셀마다 gradient magnitude와 orientation을 구

한다. 그 다음은 입력 상을 cell이라는 작은 구역으로 

나 어서 cell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이다. cell 히스

토그램은 gradient orientation에 따라 각 gradient 

orientation에 해당하는 magnitude를 더해서 만들어 진

다[4]. [그림 2]는 HOG의 특징을 단할 때 사용하는 

cell로 이루어진 HOG block 이다.

그림 2. 3×3 cell로 이루어진 HOG block[4]

따라서 HOG의 특징은 입력 상의 모든 블록들의 

히스토그램들을 모아둔 정규화 벡터이고 이 정규화 벡

터들을 사용하여 객체 추출을 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3.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알고리즘[1]

하지만 HOG 알고리즘의 경우 단일 물체 모델을 사

용한다. 따라서, 보행자가 신이 모두 나온 상태일 경

우에만 객체를 추출 할 수 있고 보행자가 걷다가 워

있는 포즈나 앉아 있는 포즈를 취할 경우 객체를 제

로 인식하기 못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한 입력 상

에서 객체로 추출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HOG의 특징 

벡터와 비슷하여 추출되어 정확하게 추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III. 깊이와 컬러 영상의 특징을 사용한 ROI 
    기반 객체 추출

본 논문에서는 깊이와 컬러 상의 특징을 사용한 

ROI 기반 객체를 추출하여 실루엣을 찾는 방법을 제안

한다. 기존의 많은 객체 추출 기법이 알려져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입력 상  갑작스러운 

조명 변화, 동 인 배경과 추출해야 하는 객체와 배경 

물체가 서로 인 해 있을 경우에 을 맞추어 객체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의 입력 

상을 만들기 해 실내의 요트 시뮬 이션 환경에서 

키넥트로 촬 하 고 OpenNI를 이용해 상을 녹화하

다. 촬 된 상은 콘텐츠 상이 계속 움직이는 동

 배경과 실내에서 배경 물체가 계속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조명 변화 그리고 객체가 요트 에서 포즈를 

바꾸면서 시뮬 이션을 한다.

그림 4. 키넥트 촬영 영상

객체를 찾기 해서는 경과 배경을 분리하여 경

을 추출하여 객체를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깊

이 상에서의 경을 추출하 을 때 객체와 요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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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스템 흐름도

해 있는 부분을 제 로 추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가 제안한 방법은 [그림 5]와 같이 객체를 추출하기 

해 깊이 상을 사용하여 코드북 알고리즘을 용해 

경과 배경을 분리한다. 이 후 깊이 상에서는 객체의 

치를 찾아 ROI를 지정한 후 컬러 상의 특징 을 이

용하여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객체 ROI 구하기
[그림 5]의 가장 상단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객체의 

ROI를 구하기 해 깊이 상에서의 경과 배경을 분

리한다. 배경 상은 요트 시뮬 이션 환경에서 사용자

가 타고 있지 않은 상을 사용하 다. 경과 배경 분

리는 코드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배경 상을 이용하

여 만든 코드북의 코드워드들과 입력 상의 픽셀들을 

비교하여 분리하 다. 코드북을 이용하여 찾은 깊이 

상의 경 상의 마스크 상을 이용하여 픽셀 값이 

255인 경우에 같은 label값을 부여해 주는 blob labeling

을 수행 한다. 이 결과 노이즈나 잡음의 결과로 여러 개

의 blob들을 찾을 수 있는데 찾은 blob들  가장 큰 

역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객체로 인식하고 나머지 역

들은 제외시킨 후 객체의 Contour를 찾는다. 이 후 

Contour의 x, y좌표를 이용하여 객체의 바운더리 박스

를 찾을 수 있지만 객체가 여러 포즈를 취할 때 마다 

경의 마스크 상을 이용하여 Contour의 바운더리 박

스를 찾기 때문에 객체를 다 포함 시키지 못하는 결과

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바운더리 박스를 지정해  때 

기존에 찾아지는 박스의 크기보다 더 크게 설정하여 

ROI로 지정한다. 이 결과 깊이 상에서 경을 추출하

여 객체의 치를 구해 객체의 ROI를 찾을 수 있다. 그

림 은 객체의 ROI를 구한 결과이다[그림 6].

그림 6. 사용자 객체를 포함하는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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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체의 특징점 찾기
3.1 에서 찾았던 깊이 상에서의 경 상은 객체

와 요트가 인 해 있는 부분을 제 로 찾을 수 없는 결

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에서는 3.1 에서 찾은 

객체의 ROI를 이용하여 객체의 특징 을 [그림 5]의 

간에 언 된 차에 따라 찾는다. 특징 은 상에서의 

코 을 이야기 하는데 특징 을 찾는 방법은 Harris

와 Stephens[5]가 제안한 Harris Corner방법과 Shi와 

Tomasi[6]가 제안한 Shi-Tomasi 방법들이 있다. 두 방

법 모두 많이 코 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하지만 

Shi-Tomasi방법의 경우 두 개의 고유값  최소값만 

임계치보다 클 경우 특징 을 식별하는데 이럴 경우 최

소값이 임계치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값이 월등

히 더 클 경우 엣지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코 와 

엣지를 같이 별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개

의 고유값이 모두 비슷하게 큰 경우에만 코 라고 식별

하여 코 와 엣지를 정확히 별할 수 있는 Harris 

Corner방법을 사용한다. 정확한 특징 을 찾기 해서 

컬러 상의 ROI 역에서 차 상을 이용하여 컬러 

상의 경 상을 얻어 깊이 상의 경 상과 ADD

연산을 수행한다. ADD 연산을 수행한 상의 결과에

서 침식과 팽창을 해 다. 이 후의 결과 상에서 객체

의 특징 을 찾기 해 Harris corner 방식을 용하여 

특징 을 찾는다[그림 7].

그림 7. 객체의 특징점 추출 결과

3. 객체의 실루엣 찾기
객체의 실루엣은 객체의 Contour를 찾아 그려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5]의 하단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컬러 상에서 찾은 객체의 Convex hull을 이

용해 Convex hull의 들과 Contour 들 그리고 앞서 

찾았던 특징 들을 비교하여 새로운 Contour 들의 집

합을 만들어 다. 우선 특징 들의 경우 들의 순서

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순서화 시키면서 

새로운 Contour 들에 추가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순서화를 시켜주지 않을 경우 이상한 Contour를 

찾을 수도 있다. 들을 순서화하기 해서는 컬러 상

의 Convex hull 과 특징 들을 사용한다. 우선 

Contour 에서 Convex hull 을 찾아 Contour 을 기

으로 특징 들을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특징 을 찾

는다. 그 다음 앞서 찾은 특징 을 Convex hull 의 다

음 순서로 새로운 객체의 Contour 에 추가한다. 이 방

법을 컬러 상의 Contour 들을 기 으로 수행하면 새

로운 객체의 Contour를 만들어 다[그림 8].

그림 8. Contour 특징점 추가 결과

IV. 실험 결과

그림 9. 이상적인 contour 점 찾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실험하기 한 상으로

는 [그림 9]와 같은 요트 시뮬 이션 환경에서 촬 한 

비디오 상을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포즈가 

변하기도 하고 배경이 움직이기도 하는 총 16개 촬  

상을 사용하 다. 이러한 16개의 상에 해 제안 

방법의 결과와 표 인 기본 방법인 HOG과 코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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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결과 비교 

기법 결과와 비교하 다. 객체 추출 비교 방법은 이상

인 Contour의 들을 찾아 비교할 Contour 들과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과, 모델링을 통해 비교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비교 상은 HO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찾은 contour, 

Codebook을 사용해 배경을 분리하여 찾은 contour 

그리고 제안한 방법의 contour를 비교한다. 비교 상

은 입력 상에 해 4 임의 이미지를 가지고 비교

한다. 이상 인 contour 은 입력 상에 하여 실질

으로 가장 잘 찾아졌을 때의 실루엣을 [그림 9]에서

의 빨간 선이라고 하 을 때 빨간 선을 기 으로 객체

의 Contour를 지정하여 Contour 을 얻어온다. 

이상 인 Contour와 HOG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찾은 

Contour를 비교하 을 때 사람이 앉아있거나 포즈를 

바꾸는 순간에도 [그림 10]과 같이 요트의 러더 부분을 

객체로 단하여 추출하거나 객체로 인식을 하지 못하

는 결과를 볼 수 있다. Codebook알고리즘의 방법과 비

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트와 객체가 인 해 있는 부

분에서 객체의 정확한 실루엣을 추출하지 못하는 결과

를 볼 수 있다. 제안한 방법으로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

은 [그림 10]의 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체의 실루엣을 다른 방법들보다 정확하게 표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해 Contour들

을 두가지 방법을 통해 이상 인 Contour와의 유사도

를 구한다. [그림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HOG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찾은 Contour 들의 집합은 사람이 앉

아 있을 경우 요트의 러더부분을 객체로 단하여 범

가 무 벗어나기 때문에 비교 상에서는 제외하고 

[그림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록색이 가장 이상 인 

Contour, 빨간색 선이 Codebook, 그리고 란색 방법

이 제안한 방법으로 상에서 객체가 자세를 바꾸는 시

의 임을 기 으로 Contour들을 두가지 방법을 

통해 이상 인 Contour와의 유사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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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ontour 유사도 비교

첫 번째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이상 인 

Contour 과 비교할 방법의 Contour 의 거리 차이를 

구해 비교하고 두 번째는 이상 인 Contour의 집합을 

모델링하여 비교할 Contour와의 오차제곱합을 구해 비

교한다.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여 최단 거리를 구하

는 방법은 이상 인 Contour 들의 집합이 

    ⋯  이라 하고 비교할 Codebook으

로 찾은 Contour 들의 집합을     ⋯ 

라 할 때, 과   집합의 들을 비교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을 찾아 식1과 같이 거리를 구한다. 









  
  (1) 

이 방법으로 의 집합에 해 모두 가까운 의 

거리를 구한 다음 그것을 합친다. 식 1을 기반으로 제안

한 방법의 Contour 을     ⋯ 라고 

했을 경우 









 
  (2) 

식 2와 같이 이상 인 Contour 들과 제안한 방법의 

Contour 들을 비교한다. 그 결과 Codebook알고리즘

으로 찾은 의 집합과 제안한 방법인  집합을 비

교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89개의 차이로 제안한 방법이 

집합 와 더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와 같은 

방법으로 객체가 자세를 바꾸는 임들을 기 으로 

이상 인 Contour와 Codebook,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

고 비교한 결과는 [그림 12]과 같다.

그림 12.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한 유사도 판별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상 인 Contour의 집합인 

를 모델링하여 Codeboo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찾은 

Contour의 집합 와 제안한 방법의 Contour 집합 

를 비교한다. 이 때 모델링 방법은 신경망과 회귀 노

드  하나를 사용하는데 집합 의 검증용 데이터에

서 SSE(Sum of Square Error)가 은 모델을 구한다. 

이 후에 모델링 된 집합 와 집합 를 각각 비

교하 을 때 SSE를 계산한다. SSE는 비교하려는 방법

의 X좌표들을 만들어진 모델에 넣으면 Y좌표가 측

되어 나오고 이 Y좌표와 비교하려는 방법의 Y좌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에서 구한 SSE의 결과는 오차가 

더 작은 것이 이상 인 Contour와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은 에서 비교하 던 결과를 포즈가 변하

는 임을 기 의 Contour 집합을 비교해 이상 인 

Contour에 해 SSE를 별한 그래 이다. 구한 SSE

의 값에 log를 시켜 그래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안한 

방법의 SSE가 가장 은 것을 보아 이상 인 Contour

와 가장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 SSE를 이용한 유사도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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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 깊이와 칼라 상의 특징을 이용한 ROI 

기반 객체 추출 방법에 해 설명하 다. 이 방법은 깊

이 상에서 객체의 치를 찾아 ROI 역으로 지정하

여 컬러 상에서 상의 특징 을 찾아 객체의 실루엣

을 찾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제안한 방법은 실험 결

과에서 본 것과 같이 Codebook방법, 제안한 방법을 비

교하 을 때 제안한 방법이 더 정확하게 찾아 지는 결

과를 볼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CCTV나 배경이 복잡

하여 객체가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

라고 생각되고 향 후 병렬처리를 이용하여 계산 속도를 

더 빠르게 하여 성능이 좋으면서 더 정확한 객체를 찾

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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