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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lmost existing automated pedestrian systems are not well suited to the task of counting pedestrians in outdoor 
environments, and little is known about their effectiveness and accuracy. In this paper, we proposed a system to 
count pedestrians in crowds from a outdoor camera. And we describes pedestrian counting which detects and count 
moving people based pixel counting. This method is intended to estimates the number of people in outdoor 
environment.

1. 서   론

공공장소에 한 보안감시의 필요성이 증 되면서 감시카메라의 상정보를 기반으로 보행자의 치   

패턴 분석이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에서도 보행자를 계수하고자 하는 시도는 요하게 다 지고 

있다. 특정 장소의 통계 인 자료 도출, 감시 역 내 보행자 혼잡도를 악하여 건물의 활용 조건이나 환경개

선 혹은 효율  상품 시를 한 기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한 보행자의 지능

인 계수연구는 계속 으로 이 지고 있으며 연구의 요성이 증 되고 있다.

보행자의 수를 추정하기 한 연구는 크게 탐지기반 방식과 특징기반 방식으로 나  수 있다. 먼  탐지기

반 방식의 연구의 경우, 야외환경이 아닌 실내 환경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보행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추

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보행자의 수를 추정한 연구가 있었다[1]. 해당 연구는 얼굴을 잘못되게 인식하거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매우 심한 성능 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탐지기반 방식의 다른 연구로는 그리드

를 기반으로 한 템 릿 정합을 이용하여 보행자를 추정하는 시도가 존재하 다[2]. 보행자로 추정되는 템 릿

을 미리 학습하여 상내에 존재하는 보행자의 수를 추정하는 기법으로써,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해당 템

릿에 정합이 되지 않는 경우 보행자로써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특징기반 방식의 연구로는 잡음 제거 등에 활용되는 열림 연산, 닫힘 연산과 같은 모폴로지 기법을 이용해 

보행자의 모습과 유사하게 추정하기 해 경 역을 연속 으로 변환한 뒤 경픽셀을 기반으로 객체를 계

수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 특징 기반 방식의 다른 연구로는 상내에 가상의 출입구를 설정한 뒤, 경

역과 옵티컬 로우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 출입구를 지나는 사람의 흐름 양을 측정하여 해당 흐름의 양에 따

라 보행자의 수를 추정하는 방식 한 존재한다[4].

특징 기반의 보행자 계수연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고려되는 특징은 바로 경픽셀이다. 상내의 보행자가 

많아질수록 경픽셀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의 수를 추정하기 

해 정확한 경 픽셀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야외환경에서의 보행자 수 추정을 해 경 픽셀을 특징으로 보행자를 계수하고자 한다. 

보행자 계수에 활용되는 경픽셀의 검출 방식으로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에 따른 경픽셀 검출과 모션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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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경픽셀 검출 방식을 이용하여 검출하고, 야외환경에 더욱 합한 검출방식을 고찰해 보고자 하다. 

검출된 픽셀은 상내의 객체의 평균 픽셀수와의 비를 이용하여 상에 치한 보행자의 수를 추정한다.  이

러한 연구를 통해 보행자 검출  계수를 통해 다양한 보안 감시 목 을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에 이바지 하

고자 한다.

2. 지능형 종합 감시시스템

지능형 종합 감시시스템은 지능형 네트워크 카메라, 돔 카메라, 일반 카메라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감시 카메라와 화재, 구조 건 성, 무선 통신 등을 담당하는 센서 네트워크, 상 정보와 센서 정보를 취득하

여 종합 인 단을 내리는 지능형 감시 소 트웨어, 디지털 상 장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지능형 감시시

스템은 지능형 감시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디지털 상을 기반으로 해당 상에 이벤트를 발생했는지를 분석

한 결과와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되는 센서데이터를 취득하여 종합 인 상황 단을 하도록 구성되며, 

상내에 이벤트가 발생하 을 경우 디지털 상 장 장치(DVR)에 장된다. 상 장과 더불어 통계  데이

터를 장하여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운 자에게 피드백하는 디지털 상 장 장치 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이루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5].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지능형 감시시스템은 상정보를 획득하기 해 상 정보를 운 자가 직  확인하

고 분석해야하는 폐쇄회로 카메라와 상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각종 이벤트를 도출해내고 그 이벤트를 상

과 함께 디지털 상 장 장치로 달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사용한다. 지능형 감시 소 트웨어

는 디지털 상 데이터와 상을 통해 감지된 이벤트 그리고 센서데이터를 수신하여 종합 인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며 상황인식 기술을 통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이벤트에 걸맞는 상황을 운 자에게 통보한다.

 

그림 1. 지능형 종합 감시시스템

3. 보행자 검출

본 절에서는 적응적인 배경 모델링을 통한 전경 분리 방법 및 모션 벡터 검출을 통한 전경 분리 방법을 

이용해 전경 픽셀을 검출하고 검출된 전경 픽셀을 기반으로 야외환경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보행자 계수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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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경 모델링을 통한 전경 분리

경과 배경을 분리에는 응 인 배경 모델링을 통해서 경을 검출하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Gaussian 

Mixture Model)을 사용한다. 가우혼합모델은 기존의 차 상 방식을 통한 경 검출 방법보다 조명변화와 잡

음에 강하고 경 검출에 우수하다[5]. 가우시안 혼합모델의 알고리즘은 주어진 표본 데이터 집합의 분포 

도를 단 하나의 확률 도함수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개선한 도 추정 방법으로 복수 개의 가우시안 확률 도

함수로 픽셀을 표 하고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 개의 혼합 분포를 가지는 확률 도 함수

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표 된다.


 



 


 



  ≥                                    (1)

식 (1)에서 는 특징벡터이고 는   


이며, 는 계수벡터(parameter vector)로서   


이

다. 는 mixture 계수로서 데이터가 i번째 혼합 요소에 의해 발생활 사  확률(prior probability)을 나타낸

다. g는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 함수를 나타낸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학습은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EM알고리즘은 주어진 계수들을 사용하여 평균 우도 함수를 구하는 

Expectation 단계와 데이터들에 한 최  우도 계수의 측 값을 계산하는 Maximization단계 총 두 단계로 

구성된다. 

3.2 모션벡터 검출

보행자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가장 표 인 방법은 모션 벡터를 구하는 것이다. 모션 벡터는 두 상으로

부터 2개의 의 변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 압축, 물체의 이동 는 운동에 한 사항을 측정하거나 

인식하는데 있어 기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장 표 인 모션 벡터 검출 방법은 미분을 기반으로 한 미분 기법(Differential Method)이다. 미분 기법

은 시공간상의 화소의 픽셀값의 변화율에 해 가정사항을 기반으로 미분연산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시공간 상의 국소 움직임에 한 움직임을 추정하는데 유용하지만 밝기가 불연속 인 부분(  : 외곽선, 

잡음 등)이나 움직임이 큰 부분 즉, 픽셀값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큰 부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 미분 기법에서는 Horn-Schunck 방법[6]과 Lucas-Kanade 방법[7] 두 가지가 가장 표 인데 본 논문

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의 장 을 취하여 결합한 방식인 CLG(Combined Local-Global) 방식을 사용하여 모션 

벡터를 검출한다. CLG 방식을 이용한 모션 벡터 검출 방식의 경우 입력 상에 한 역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이나 고립  등을 제거하여 모션 벡터를 검출한다. 해당 Smoothing값의 변화를 통해서 보행자에 의한 모

션 벡터의 검출결과 한 달라진다.

3.3 픽셀기반의 보행자 추정

야외환경에 설치된 카메라의 높이와 각도에 따라 카메라는 같은 장소라도 보행자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보행자의 수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 보행자의 크기를 정규화 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보행자의 크기가 거의 균일한 상을 택하여, 정규화 되어있다고 가정한다. 해당 상에서의 보행자

는 450픽셀의 크기를 지니게 되며, 보행자의 수는 검출된 경픽셀수와 보행자별 평균 픽셀수의 비율로써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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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PETS(Performance Evaluation Tracking Surveillance) 2009 데이터셋[8]을 선정하여 가우시

안 혼합 모델과 모션 벡터 검출을 이용하여 경픽셀을 검출해 보았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통한 검출 해당 

실험 결과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으며, 모션 벡터를 이용한 경 픽셀 검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 원영상 (b) GMM 적용 영상
그림 2.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통한 전경 픽셀 검출

(a) 원영상

(b) 작은 Smoothing의 전경 픽셀 검출 영상 (c) 큰 Smoothing의 전경 픽셀 검출 영상
그림 3. 모션 벡터의 검출을 통한 전경 영역 분리

 

의 그림 2의 경우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한 경 픽셀 검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잡음이 매우 깔

끔하게 제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행자의 모습과 흡사하게 경 픽셀이 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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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그림 3(b)와 그림 3(c)를 비교해보면 모션 벡터의 검출에 있어 작은 Smoothing을 용한 경우에는 

비교  보행자의 모습과 비슷하게 경 역이 검출되고 있지만, 큰 Smoothing을 용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움직임보다 더 큰 역으로 경 역이 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모션 벡터 검출을 통한 경 역 분리보다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한 경 역 검출 방

식에 따라 보행자의 수를 추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용한 PETS 2009 데이터셋의 보행자는 평균 으로 450 픽셀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에서 검출된 체 경 역의 픽셀수에서 각 보행자의 평균 크기인 450 픽셀을 고려하여 경 역 픽셀

수를 450으로 나 는 연산을 통해 상에서의 보행자 수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4와 같으며, 그림 5의 

왼쪽의 숫자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하여 임별 경픽셀을 검출한 결과이며, 오른쪽 숫자는 모션 벡

터를 통해 검출한 경픽셀 결과이다.

그림 4. 보행자 검출 결과

  

그림 5. 검출 방식에 따른 전경픽셀 수

그림 4를 살펴보면 모션 벡터를 이용한 보행자의 수와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한 보행자의 수의 형태가 

실제 상에 치한 보행자와 일정 수  이상의 상 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리자가 보안 감시의 목 으로 보행자를 계수하고자 할 경우 수동 인 방법보다는 감시시스템 자체 으로 

보행자를 추정하여 계수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다. 이 듯 감시시스템에 용할 수 있는 보행자 계수 방식에 

있어 경 픽셀을 이용한 보행자 계수 방식을 이용하 다. 경 픽셀 검출을 해 모션 벡터를 이용한 경 

픽셀 검출과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경 픽셀 검출 방식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 으며,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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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경 픽셀 검출 방식이 픽셀 기반의 보행자 계수에 보다 효율 인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해서 보행자의 수를 추정하는 감시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 인 감시 업

무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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