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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방위 영상 분석 시스템 제안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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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and Implementation of Intelligent Omni-directional Video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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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초광각 카메라를 활용한 전방위 영상 및 객체 추적 결과 영상 표출을 통한 영상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구형 전방

위 영상 생성을 위해 광각 영상 두 개에서 equirectangular 파노라마 영상으로의 projection 과정을 거쳤고, 구면 좌표계 변환식을 사용

하여 구형 영상으로 표출하였다. 객체 추적은 원하는 객체를 초기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equirectangular 영상 내 왜곡으

로 인한 객체 형태 변화에도 강인한 객체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CF(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초
기 다이얼로그에서는 파일 및 모드를 선택하고, 이후 새 다이얼로그에서 구형 영상 매핑 수행 결과 영상이 표출되도록 하였으며, 객체

추적 모드를 선택한 경우 새로운 창에서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하여 ROI를 설정한 뒤, 이를 매 프레임마다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age analysis system based on omnidirectional image and object tracking image display using 
super wide angle camera. In order to generate spherical images, the projection process of converting from two wide-angle images 
to the equirectangular panoramic image was performed and the spherical image was expressed by converting rectangular to 
spherical coordinate system. Object tracking was performed by selecting the desired object initially, and KCF(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algorithm was used so that robust object tracking can be performed even when the object's shape is changed. In 
the initial dialog, the file and mode are selected, and then the result is displayed in the new dialog. If the object tracking mode is 
selected, the ROI is set by dragging the desired area in the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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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안 산업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개인 차원에서 CCTV
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용의자 검거, 증거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CCTV 수가 적은 경우

나 FOV(Field Of View)에 미치지 않는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는 CCTV 설치 수를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나 CCTV 설치에는 공간적, 비
용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CCTV 한 대당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CCTV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보

안담당자의 집중력 저하 및 교대 근무 상황 시 발생하는

공백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초광각 카메라를 활용하여 전방위 영상을 표

출하고 객체를 추적하여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는 지능

형 영상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론에서는 제안하는 시

스템에 쓰이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결론에는 추후 연구

계획에 대해 논한다.

Ⅱ. 본 론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영상을 구형으로 맵핑하기 위해

두 개의 광각 영상을 equirectangular 영상 변환 및 stitching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기법을 수행하고, 자동 객체 검출을 위해 tracking 알고리즘

을 이용한다. 본 알고리즘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맨
처음 입력 영상은 FOV 180도 이상의 광각 영상 두 개이며, 
이들에 대해 각각 equirectangular projection을 수행하여 파

노라마 영상을 생성한다. 생성된 파노라마 영상은 구형 매

핑을 수행하여 새로운 결과 영상을 생성하거나 영상 내에

서 tracking 알고리즘의 입력 영상이 된다. 

1. Fisheye to equirectangular projection

입력 영상을 구형 영상으로 매핑하기 위한 단계로 equi-
rectangular projection을 수행한다. 우선 영상 좌표계가

[-1,1] 값의 범위를 가지도록 normalization을 수행한 뒤 이

를 3D 구면좌표계에서의 vector로 변환한다. 이후 3D 직교

좌표계로 변환하여 2D 극좌표계, 2D 직교좌표계로 변환하

는 식을 거친다[1,2]. 표 1은 equirectangular projection을 수

행하기 위한 좌표 변환 식을 나타내며, 는 카메라의 FoV
를 나타낸다. 본 단계에서 입력 영상은 광각 영상 두 개이

며, 각각 equirectangular projection이 수행된 후 스티칭하

여 파노라믹 영상으로 표현한다.  

equirectangular 

to 3D vector

 ′×

  ′×


 coscos

  cossin

  sin

3D vector to 2D 

fisheye

  arctan


  ×

  arctan 

  

  

표 1. equirectangular projection을 위한 좌표 변환 식
Table 1. coordinate transformation formula for equirectangular projec-
tion

그림 2는 광각 영상 두 개를 입력으로 받아 파노라믹 영

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인다. 광각 영상 두 개에 대해

각각 equirectangular projection를 수행하고 영상을 재배치

한 뒤,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스티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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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herical image mapping

파노라믹 영상은 매핑 과정을 거쳐 구형 영상으로 변환된

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구형 영상의 경도와 위도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각 간격마다의 구형 매핑을 수행한 뒤, 다
음 구간마다 이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3,4].

 
  cossin
  sinsin
  cos

(1)

식 (1)은 구형 매핑 수행 식을 나타낸다. 와 는 각각

구의 경도와 위도이며, 는 를 특정 구간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구간 수를 320으로 설

정하였으며, 와 값을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마다 업데

이트하여 전체 구형 영상을 생성하였다.  
 
3. Object tracking

영상 내 객체를 추적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다양하나[5], 
광각 영상을 구형 영상으로 맵핑하기 위한 equirectangular 
영상은 영상 내의 모양이나 색상에 더욱 민감한 특징을 지

니고 있다. 이에 본 시스템에서는 객체 추적을 위해 KCF 
(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베이스가 되는 샘플에 대해 특징점 벡터를 추출 및

변형하고 가상의 샘플을 모델링함으로써 객체의 형태 변환

에도 강인하다는 장점을 갖는다[6,7].

Ⅲ. 시스템 설계 및 실험 결과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FC로 UI를 설

계하였으며, 360도 영상 표출 및 객체 추적에 대한 시나리

오를 설계된 UI에 관련하여 구성하였다. 본 시스템에 대한

UI 설계는 그림 2와 같다.
UI에 따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실행하

면 첫 다이얼로그가 생성되며, 스틸 이미지인지 동영상인

지의 여부를 선택하고 파일의 경로를 지정한다. 입력 영상

이 광각 영상 두 개 이므로 파일 경로는 두 개를 입력받아야

한다. 이후에 두 번째 다이얼로그 창이 뜨면 광각 영상을

구형 영상으로 맵핑한 결과가 출력되며, 마우스 이벤트를

받아 회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좌 상단에 메뉴를 추가하여

그림 3. 시스템 UI 구성 개념도
Fig 3. UI configuration of proposed system 

그림 2. 광각 영상 두 개에서 파노라믹 영상으로의 변환 과정
Fig 2. the conversion process from two wide-angle images to a panorami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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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파일을 불러오거나, 객체 추적모드를 지정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객체 추적모드 역시 마우스 이벤트를 받아 초기 추적하

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결과 영상을 모든

방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equirectangular 영상

에서 출력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콘솔창을 새로 추가하

였으며, equirectangular 영상과 구형 영상의 좌표를 연동하

여 구형 영상에서도 ROI를 설정한 영역 및 좌표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이얼로그 우측에는 영상 매핑 모드와

tracking 모드 설정 시 객체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edit box를 삽입한다. 그림 3은 프로그램 실행

시 생성되는 다이얼로그와 콘솔 창을 나타낸다.

그림 4. 시스템의 UI 설계. (a): 파일및모드선택을위한초기다이얼로그, (b): 
구형 영상 표출을 위한 다이얼로그 및 객체 추적 결과 표출을 위한 콘솔 창

Fig 4. UI configuration of proposed system. (a): initial dialog for file and 
mode selection, (b): dialog and console window for displaying results  

표 2는객체 추적 알고리즘의 프레임 당 처리 시간을 비교

한 표이다. 다른객체 추적 알고리즘들이 배경의움직임이나

객체의색상및형태변화에따라정확도차이가많이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본 논문에서적용한 KCF 알고리즘이 실시

간 객체 추적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bject tracking algorithm processing time per frame(ms)
차영상(Difference Image)

Camshift
Optical Flow

Gaussian Mixture Model
Kernelized Correlation Filter

17
44
206
268
27

표 2. 객체 추적 알고리즘 프레임 당 처리 시간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rocessing time per frame for object tracking 
algorithm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전방위 영상 분석 시스템을 제안

하기 위해 영상을 전방위 구형 영상으로 표출하는 방법과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소개하였고 시스템 구현을 위한 간

단 UI 설계 및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추후에는

객체가 사용자의 시각에 벗어나지 않도록 구형 영상과

equirectangular 영상의 좌표를 연동하고, 이동궤적에 맞추

어 구형 영상을 회전하도록 하여 영상 분석 시스템을 자동

화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

을 추가함에 따른시스템 가속화 및 고도화 또한 중요하며
[8,9], 단일 객체를 직접 지정하여 추적하거나 다중 객체를

초기 설정 없이 자동으로 추적하는 등 다양한 객체 추적

시나리오에 따른 알고리즘을 연구 및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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