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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 심 을 이용하는 사람 계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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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Counting Method using Moving and Static Poin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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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사람계수 측정 방법 에서 동 심 을 이용하는 지도-기반 기법은 우수한 성능을 보여 다. 그러나 정 인 사람의 계수

측정은 정 심 이 배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계수에 정 인 사람을 포함하기 해서 정 인 사람이 정 과 배경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 정 들을 고려하는 사람계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모션정보를 활용하여

두 을 분리한다. 그러면 정 인 사람의 정 들은 경 마스크 처리 패턴 분석를 하여 분류된다. 실험결과에서는 제안 방법

이 정 인 사람을 계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람계수 값을 얻는다. 한 배경 갱신을 이용함으로써 배경 변화에 따른 정

오분류 문제를 해결한다.

Abstract

Among available people counting methods, map-based approaches based on moving interest points have shown good 

performance. However, the stationary people counting is challenging in such methods since all static points of interest are 

considered as background. To include stationary people in counting, it is needed to discriminate between the static points of 

stationary people and the background reg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people counting method based on using both moving and 

static points. The proposed method separates the moving and static points by motion information. Then, the static points of the 

stationary people are classified using foreground mask processing and point pattern analysis. The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a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more accurate count estimation by including stationary people. Also, the background updating is 

enabled to solve the static point misclassification problem due to backgroun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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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 계수(people counting)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요한 기능 의 하나이다. 에서 사람의 명수를 측하

는것은보안과안 , 교통스 링 자원 리에서

활용된다. 따라서이 문제를해결하기 해서 다양한방법

들이 제안되었다[1-8].

사람 계수 방법은 4가지로 분류된다; 모델(model)기반
[1,2], 특징-클러스터링(feature-clustring)기반[3,4], 학습(learn- 

ing)기반[5] 지도(map)기반방법[6,7]. 모델기반방법은사

람의외형모델을 이용하여사람을 검출한다. 특징-클러스

터링방법은특징 을시간축으로트랙킹하면서각독립

인 모션을 특징 클러스터링으로 검출한다. 학습기반 방식

은환경에따라서특징등을계속학습하면서사람의계수

를구한다. 지도기반 방식은특징 을사람의 명수와직

매핑한다. 이방식은강인하고성능이우수한데, 그이유는

가려짐(occlusion)이발생되면타방법들은각사람의 특징

검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지도기반 방법의 단 은 정지 상태에 있는 정 인

사람(stationary people) 계수의어려움이다. 특징추출은모

션으로부터 얻어진 경 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Albiol 등은 동 코 (moving corner)를 특징으로 사용하

는 지도기반 방식을 제안하 다[9]. 이 방법은 PETS 2009 

데이터에서좋은성능을보 지만, 정 심 (static point 

of interest)의문제는해결하지못하 다. 따라서정 인사

람의정 심 을검출하기 하여 Jeong 등은정 의

주변텍스처를배경 상의텍스처와비교하는정 심

의분류방법을제안하 다[9]. 이분류방법은정 심 의

주변텍스처와배경의텍스처를비교한 후에, 텍스처변화

가큰 정 은 정 인사람의 정 으로분류한다. 배경

은 시간축으로 변화가 없고 텍스처 변화가 있는 정 은

정 인 사람의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사람이 장면으

로 새로 입력되거나, 외부로 나가거나, 는 조명 변화가

발생하면장면의텍스처정보에 향을 다. 따라서이러

한 변화로 인한 정 (static point)의 오분류(misclassifi- 

cation)를 해결하기 해서는 배경 상 갱신(background 

update)이 필요하다.

배경 갱신은 강인한 심 분류을 얻기 해 필요하다. 

그러나, 배경 갱신을 이용하면 정 인 사람은 진 으로

배경으로가게되고, 따라서배경으로분류되게된다. 따라

서, 정 인사람을포함하면서사람 계수의성능을 향상시

키는것이필요하며. 한 정 인사람의 픽셀이배경으로

흡수된다 해도 사람의 정 의 정확한 분류가 요하다.

본논문에서는사람의명수를계산하기 해서기본 으

로 심 을 활용한다. 기존 방법들은 동 들을 사용하

기때문에정 인사람의계수는포함하지않았다. 이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 정 인 사람에 속하는 정 의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정 인 사람의 심 을 검출하기 해

서 경마스크를구하고 경블롭(blob)을추출한다. 다음

에포인트 패턴해석(point pattern analysis)을이용하여사

람이 아닌 블롭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람의 정 을 분류

한다. 마지막으로 검출된 정 인 사람의 정 들을 사람

계수에 포함한다. Jeong 등이 제안한 정 분류 기법과

달리, 제안방법은장면의변화에강인한배경모델링을활

용한다. Jeong의방법은정 을검출하기 해서배경모

델링없이텍스처 정보를활용하기 떄문에, 조명변화등 사

람이 아닌 역에서 텍스처의 변화가 발생하면 성능이

하되는 단 이있다. 한 정 인사람은 진 으로배경

으로흡수되기때문에배경모델링의사용은비효율 이다. 

제안방법은 배경모델링을사용하지만블롭추출과 패

턴해석으로 정 인사람의 치를계속 탐색하는것이가

능하다.

Ⅱ. 제안 방법

Albiol의 방법은 동 심 (moving point  of interest)

을 이용하여 사람 계수를 구한다[9]. 여기서는 모든 정

들은배경으로부터 생성된다고가정한다. 그림 1에서보는

것처럼 정 인 사람의 정 들은 배경에 포함된다. 그러

므로, 계수에서 정 인 사람을 포함하기 해서는 정

분류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해서 Jeong 등은 배경 상은 시간축

으로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 의 텍스처

정보를배경과비교한다[10]. 다음에, 텍스처변화가있는모

든 정 을 정 인 사람의 심 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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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장의 입력 상과배경 상. 동 (녹색) 정 ( 색)으로표시

됨

Fig. 1. Two input frames and the corresponding background images. 

The moving and static points are shown in green and red, respectively

조명변화 새로운 사람이장면으로들어오고, 나가는 경

우에는배경 상의텍스처정보에 향을 수있다. 따라

서 배경 갱신없이는 변화된 배경의 정 들은 정 인 사

람의 심 으로 분류될수 있다. 한편으로는, 배경 갱신은

정 인사람의계수에 문제 을 다. 그림 1(a)는한 인

데, 정 인 사람의정 들은 상의텍스처와배경텍스

처를비교함으로써검출될수 있다. 그러나배경은 시간축

으로 진 으로 갱신되고, 정 인 사람은 배경으로 흡수

된다 (그림 1(b)). 입력 상과배경을비교하면정 인사람

의텍스처 정보는배경과 유사하게 되고, 따라서정 들

이 배경으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본논문에서는장면의변화를처리할수 있도록배경갱

신을 사용한다. 한 배경 갱신을 통해 정 오분류

(misclassification) 문제를 해결한다. 제안방법의 임워

크는그림 2에서보여진다. Albiol의방법와유사하게 심

들은해리스코 검출기(Harris corner detection)로얻는

다. 두 연속 상의모션벡터를 계산하여 이특정 들을 정

(moving) 정 (static)으로 구분한다. 다음에 정 인

사람의 정 들은 경마스크와 포인트 패턴 해석(point 

pattern analysis)을이용하여분류된다. 마지막으로사람계

수는 동 분류된 정 들을 이용하여 구해진다.

그림 2. 제안 방법의 체 블록도 (BB: 바운딩 박스, FG: 경)

Fig. 2. Overview of the proposed method. (BB: bounding box, FG: fore-

ground)

1. 경 마스크 추출 처리

경 마스크 처리는 심 추출과 경 역 추출로 구

성된다. 주목 은정 인 사람이 경 역에 포함될때까

지정 인사람의 치를가지고있는것이다. 다음 임

에서이데이터를활용하는데, 정 인사람은 업데이트 때

문에, 배경으로 포함되게 된다. 경 역을 얻기 해서, 

GMM(Gaussian Mixture Model) 기반 응 배경차분화

방법이 사용된다[11]. 재 임과 배경 모델의 차 상을

구하고임계화(thresolding)로부터 경마스크가얻어진다. 

한배경모델은각 임에서갱신된다. 그림 3(a)는 추

출된 경 마스크를 보여 다. 배경 차분화로부터 얻어진

경마스크로부터 사람의블롭(blob)을얻을수있다. 일

부사람들은우수한블롭을가질수있고, 다른경우는퍼진

블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정 인사람은 진 으로배경으로 이되기때문에산

재된(scattered) 픽셀을 가지게 된다. 이때 형태학의 닫힘

(closing) 연산을 이용하면 작은 홀은제거되고, 경 픽셀

의 내부 홀은 채워진다. 그림 3(b)는 닫힘 연산의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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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 마스크 생성 처리. (a) 경마스크, (b) 닫힘연산, (c) 블롭

이블링 임계화 (d) 정 블롭의 바운딩 박스.

Fig. 3. Foreground mask generation and processing. (a) Foreground 

mask, (b) result from a morphological closing operation, (c) blob label-

ing and thresholding, and (d) two bounding boxes for stationary blobs.

다음 단계에서는 블롭들은 CCL(connected component 

labeling)에 의해 이블번호를 할당받고, 작은 크기의 블

롭은 제거한다. 각 이블된 블롭은 바운딩박스로 표시된

다. 바운딩박스의내부에있는동 의개수가 NBMov, 정

의개수가 NBStat이면 (Fig. 3(d)), NBMov/NBStat < δ ( : 

δ=0.4)인바운딩박스는정 으로 단한다. 동 들을고

려하는이유는정 인 사람도손발 몸에서약간의모션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포인트 패턴 해석

경블롭은그림자 사람이아닌타객체로인해발생

한다. 이들과정 인 사람을분류하기 해서 시맨틱 이

블링(semantic labeling) 방법을이용한다. 심 은랜덤하

게분포되어있는데, 이유는사람은서로다른옷의텍스처, 

포즈(pose) 몸의 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

의 공간 분포를 사용해서 블롭에서 심 들이 작은 역

에집 되어있거나, 규칙 인 텍스처패턴이 있는 블롭은

제거한다.

PPA(point pattern analysis)로 Quadrant Count Method 

(QCM)[12-13]을 이용하여 역에서 치(point location)

의패턴을조사한다. QCM에서는 역 R을 Nq개의사분면

(quadrant)으로 분할한다. 다음에 각 사분면에서 발생하는

심 의 개수를 계산한다. 한 사분면에서 개수의 분포

로부터 패턴 유형을 악할 수 있다. 각 사분면의 개수의

평균 과 분산 Var으로부터 VMR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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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분면 i에 있는 심 의 개수이다. 

VMR은 패턴의 정보를 알려 다. VMR>1은 포인트

가일부에만집 되어있고, VMR~1은 심 이랜덤하게

분산됨을나타내고, 정 인 사람을존재를알려 다[13]. 모

든 바운딩박스의 VMR 값을 구한 후에, 값이 [0.9, 1.1]인

바운딩박스는정 인사람의후보가된다. 후보바운딩박

스의 좌표값은 정 집합(static set)에 장한다.

3. 사람 계수

PPA로부터후보바운딩박스들의집합인정 집합 S를

얻는다. 이 집합은 재와 모든 이 임으로 얻어진

후보바운딩박스의좌표데이터를가지고있다. 다음

임에서 경 처리 단계는 바운딩 박스 외부에서 수행되는

데, 이 에얻어진정 인 사람를재생성하지 않기 해서

이다. 배경 상은 시간축으로갱신되기 때문에, 정 인사

람은 진 으로 경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정 집합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함으로써, 경 마스크 변화에 계없

이 다음 임에서 정 인 사람의 치를 구할 수 있다. 

각 바운딩 박스의 치는 정 의 개수가 동 의 개

수보다크면, 정 집합에남아있는다. 아니면정 집합에

서제거된다. 정 인사람의정 의수는다음식에서구

해진다.

 
∈


 (2)

여기서 
 는바운딩박스 의정 의개수이다. 

는 정 집합 S에 있는 바운딩 박스이다.

심 과 사람의 명수는 단순 비례보다는 더 복잡한

계를 가질수 있지만, 단순화를 해서 Albiol가 사용한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Albiol의 방법은 동 심 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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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ov와사람당 평균 심 의개수 NAvg을사용한다. 제안

방법에서는 이외에 정 의 개수를 포함한다. 그러면 사

람의 계수 NP는 다음 식에서 계산된다.

     (3)

Ⅲ. 실험 결과

실험에서는제안방법의성능을검증하기 해서, 실험

상으로 USC[15] and PETS 2009[16] 데이터를 이용하 다. 

USC는 4~13명이 걸어가는 상이고, 동시에 정 인 사람

도 포함하고 있다. PETS 2009 데이터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S1.L3.14-33.v1과 2개의 섹션 S2 

(S2.L1.12-34.v1 S2.L3.14-41.v1)를 이용한다. 이비디오

에도 정 인 사람이 존재하며 사람 계수의 GT(ground 

truth)를 제공된다.

심 추출을 해해리스코 을이용하는데, 이 기

법은조명 변화, 그림자, 가리어짐, 물체스 일변화, 회

변환 등에 민감한다. 본 실험에서는 만족스러운 심 을

생성하지만, 복잡한 환경에서는 보다 강인한 심 추출

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 계수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해서 일반 으로

Mean Absolute Error (MAE)와 Mean Relative Error 

(MRE)[14]를 사용한다.

  


  



   (4)

  


  




 

  
(5)

여기서 Gk는 임 k의실측(ground truth) 계수이고, Ek

는 측정 계수이다. N은 임 개수이다.

그림 4는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을 용하여 얻은 결과

데이터를보여 다. 그림 4(a)는입력 상이고, 그림 4(b)는

Albiol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 들만 계수에 활용하며, 사람이 아닌 역에서 정

들이검출된다. 그림 4(c)는 Jeong의방법의결과를보여

주는데, 배경 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정

(노란 )은검출되지만, 조명변화로인해다수의오검출이

나타난다. 그림 4(d)는 제안방법의 결과를 보여 다. 배경

모델을 효율 으로사용하기때문에 배경, 정 인사람

동 을 정확하게 분류한다.

그림 4. 결과 상의 비교. (a) 원본 상, (b) Albiol의 방법, (c) Jeong의

방법, (d) 제안방법. ( 색 : 정 배경, 황색 : 사람의정 , 녹색 : 

사람의 동 )

Fig. 4. Comparison of resulting images. (a) Original Image, (b) Albiol’s 

method, (c) Jeong’s method, and (d) Proposed method. (Red points: 

static background, Yellow points: human static points, Green points: 

static points of moving people)

표 1. 사람 계수 방법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eople counting methods

  S1.L3.14-33.v1 S2.L1.12-34.v1

MAE MRE MAE MRE

Albiol[9] 25.69 67.2% 2.02 34.2%

Jeong[10] 12.54 36.2% 0.87 15.2%

Our method 10.05 32.8% 0.75 13.1%

표 1은 2개의 PETS 데이터을 이용하여 Albiol[9] and 

Jeong[10]의방법과비교한결과를 보여 다. S1.L3는 많은

정 인 사람을포함하기때문에, 측정에러는 동 만 고

려한다면높다고할수 있다. 제안방법은 Albiol 방법보다

MRE가 34%이상감소되었다. 한 S2.L1에서는제안방법

이 Albiol Jeong의 방법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두 실험 상에서 배경 텍스처 정보는 일부 역에서 변

화가 발생한는데, 이유는 기 임에서 사람이 존재하

고 한그림자때문이다. 첫 임에있는사람들은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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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부분이고, 움직이면사람은배경 역으로흡수된다. 

따라서, 배경 정 이 Jeong의방법으로는정 인사람으

로분류될수 있다. 그러나, 제안 방법은 배경갱신으로이

문제를 해결한다.

표 2. 제안 방법과 Albiol 방법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and Albiol’s 

method

  S2.L3.14-41.v1 USC dataset

MAE MRE MAE MRE

Albiol[9] 5.21 26.8% 2.45 30.2%

Our method 1.93 12.8% 0.96 14.3%

한 제안방법과 Albiol의 방법과 성능 비교를 해서

PETS S2.L3.14-41.v1과 USC 데이터를 이용하 다. Jeong

의실험에서는이데이터를포함하지않았고, 코드가공개

되지않아서포함하지않는다. 표 2는제안방법이 S2.L3에

서는 14%, USC는 16%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그림 5(a)에서 사람은 장시간 정지상태에 있기 떄문에, 

5(b)에서 보는 것처럼 경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정

지 집합을 사용함으로써 제안 방법은 정 인 사람의 치

를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계수에 정 을 포함할 수 있

다. 그림 5(c)에서보는것처럼, 바운딩박스에있는정

그림 5. 정 분류. 정 인사람은배경갱신으로 경마스크로부터제거된

다. 그러나정 집합을이용하여 치를 악할수있다. 바운딩박스의좌표값

은사람이 움직이면 집합에서제외된다. (a) 정 인사람은황색바운딩박로

표시됨, (b) 배경모델에서정 인사람은배경으로흡수되고, 동 인사람은

경 마스크로 표시됨, (c) 결과 데이터 (색의 의미는 그림 4를 참고함)

Fig. 5. Static point classification. The stationary people are removed 

from foreground mask due to background updating but they can be 

located using the static set. The BB coordinates are discarded from 

the static set when people start moving. (a) Stationary people are lo-

cated by yellow bounding boxes (BBs) and their location is saved in 

static set, (b) Due to background updating, the stationary people be-

come a part of background and are removed from foreground mask, 

however they still can be detected using the coordinates saved in the 

static set, and (c) The BB coordinates are discarded from the static 

set when people start moving

의개수가감소하고, 사람이움직이기시작할때정 집합

으로부터 제거된다.

Jeong의 방법보다 제안방법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해

서 S2.L3의 한 임을 보여 다. 이 상은 조명변화가

장면의 일부에서 발생한다(Fig. 6(a)). 정 분류를 해

서 Jeong은 재 상의 정 에 이웃하는 텍스처를 배경

상과 비교하는데, Histogram of Local Binary Pattern 

(H-LBP)를이용한다[17]. Jeong의방법을 용하여얻는 결

과를분석하면, 배경모델링을사용하지않기때문에, 그림

6(b)에서 색 역은 경으로 단하기때문에 색 역

의 정 들을 사람으로 오분류하게 된다.

그림 6. 조명변화로인한텍스처정보의효과의 . (a) 조명변화가발생하는

상 (b) 텍스처 기반 배경 차분화로 얻어진 경 마스크

Fig. 6. Example of the effect of illumination changes on texture 

information. (a) Frame of illumination change and (b) foregound mask 

obtained by texture-based background subtraction

재 상의 텍스처 변화를 표 하기 해서, Heikkila의

텍스처 기반 배경 차분화 방법을 사용한다[18]. Jeong의 방

법과유사하게이기법은텍스처비교를 해서 LBP를이

용한다. 그림 5(b)는이차분화방법으로얻어진 경마스크

이다. 경의텍스처변화는배경보다상 으로크다. 

경 역을두가지 색으로분류한다. 녹색 역은사람에 의

한텍스처변화이고, 색 역은 조명변화로발생한배경

의텍스처변화이다. Jeong의방법을사용하면 색에속하

는 정 은 정 인 사람으로 오분류되지만, 제안 방법은

배경 갱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 인 사람을 포함하는 사람 계수 기법

을 제안하 다. 제안방법은정 인 사람을계수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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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람 수의 정확도를 높혔다. 제안 방법은 동 정

심 을 이용한다. 정 인 사람의 정 을 분류하기

해서 경 마스코와 패턴해석을 활용하 다. 제안 방법

은정 인사람이있는비디오에서측정에러를 고, 배

경갱신을 이용하여장면에서의변화가발생하더라도 강인

한 정 분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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