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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이미지 상황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객체 검출 및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배경이 
복잡한 형태이거나 배경이 동적으로 움직일 때에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력 영상의 상황분석은 
K-means와 RBF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진다. 제안된 객체 검출은 일정하지 않은 객체 이미지 
때문에 생기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황 기반 적응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 2D Haar 웨이블릿 변형을 이용한 특징 벡터 생성기와 베이지안 판별식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 시간이 적
게 걸리며 학습 데이터의 변화에 일정한 성능을 갖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실환경에 적용
한 결과 검출하고자 하는 물체가 예측 영역을 넘나들거나 다른 불확실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었
다. 실험 결과는 기존의 방법들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데이터 집합에 적용하였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주제어 : 침입 탐지, 이미지 트래킹, 객체 추적 및 검출, 베이지안 분류기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method based on image context analysis. It 
is robust from the image variations such as complicated background, dynamic movement of the object. Image 
context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the hybrid network of k-means and RBF. The proposed object detection 
employs context-driven adaptive Bayesian framework to relive the effect due to uneven object images. The 
proposed method used feature vector generator using 2D Haar wavelet transform and the Bayesian discriminant 
method in order to enhance the speed of learning. The system took less time to learn, and learning in a wide 
variety of data showed consistent results. After we developed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real-world 
environment.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object to detect pass outside expected area or other changes in the 
uncertain reaction showed that stabl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can achieve 
superior performance using various data sets to previously methods.

Key Words : Intrusion Detection, Image Tracking, Object Tracking and Detection, Bayesian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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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베일런스 침입탐지의 CCTV 상으로부터 실시간

으로 침입탐지  추 하는 기술에 한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융합보안 분야에서 IT융합기술을 이용한 검

출  추 에 한 연구가 구체 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

시간 입력 상에서 침입탐지  추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카메라가 움직일 경우, 추 하는 객체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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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졌을 경우, 추 이 실패하는 경

우, 기술 으로 잡음 상 제거를 하여 정확도가 떨어지

는 경우가 있다[1]. 다양한 환경에서 기술 인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학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

CCTV에서 입력 상의 처리는 서베일런스 침입탐지 

랫폼의 속도에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성능에 요한 

요소이다. 기존연구인 Haar-like 특징[4]은 사각형 역

의 밝기차를 이용하므로 밝기 변화에 향을 받는다. 기

존의 객체 검출  추 은 객체 검출을 해 Haar-like 

특징을 AdaBoosting 알고리즘[5]으로 학습한 후, 그 결

과를 용하는 방법이다[5][10][11]. 이는 학습 시간이 오

래 걸리고 학습 데이터가 갱신되면 처음부터 학습을 진

행해야 하는 단 이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서베일런스

에서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한 객체 검출  추 을 제

안한다. 이미지 추 은 베이지안 별식을 이용하여 검

출한 후 후처리 과정을 용한다. 이러한 후처리 과정과 

베이지안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2D Haar 웨이블

릿은 다양한 환경의 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상황기

반 객체 검출 임워크와 상황 분석 방법  분류기 구

조, 합병과 조정 략에 하여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객

체 검출  추  기술과 문제 에 해서 기술한다. 3장

에서 제안하는 서베일런스에서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

한 검출  추 에 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 실험 결과

를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

한다.

2. 관련 연구

2.1 기존의 객체 검출 및 추적 기술

기존의 객체 검출  추 에 있어서 첫 번째 주된 

심사는 실시간으로 입력된 상에서 객체를 검출하는 방

법이다. 두 번째는 방 한 객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소요

되는 시간  학습 데이터의 변화에 일정한 성능을 갖는 

학습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객체 검출기가 활용

되기 해서는 처리 속도가 요하다. Viola와 Jones은 

Haar-like 특징과 다단계 분류기를 이용하는 객체 검출

기를 제안하 다[3][10]. Haar-like 특징은 분 상을 

이용하여 객체의 크기와 상 없이 일정한 연산으로 빠르

게 계산할 수 있다[7][[14][15]. 부분의 역을 기 단

계에서 제외시키고 객체일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역에 

해서만 여러 단계의 연산을 수행하므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

상의 역별로 발생하는 밝기 변화는 객체 검출기

의 성능에 향을 미친다. 객체 검출기의 성능을 높이기 

해서는 역별 밝기 차이에 한 보정이 필요하다. 특

히, Haar-like 특징은 사각형 역의 밝기 차를 이용하므

로 밝기 변화에 향을 받는다. Viola와 Jones는 밝기 변

화에 한 향을 이기 해 학습과 검출 과정에서 

Haar-like 특징을 분산 정규화하 다[3]. 그러나 분산 정

규화는 표 편차 계산을 한 별도의 분 상을 필요

로 하여 객체 검출기의 처리 속도에 많은 향을 미친다.

객체 검출기는 상에서 객체가 치할 수 있는 후보 

역을 선택하는 후보 선정 단계와 분류기를 사용한다. 

후보 선정 단계에서 선택한 역이 객체인지 배경인지를 

결정하는 후보 검증 단계로 구성된다[9]. Viola와 Jones

가 제안한 객체 검출기[2][3]는 객체의 크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크기의 도우를 상  역에 해 이동시킨

다. 모든 도우 역을 후보로 사용하는 도우 이동 기

법을 사용하여 객체 검출 상 후보를 선정한다. 

Haar-like 특징을 사용하는 다단계 분류기로 선정된 

상 후보가 객체인지를 결정한다[10].

2.2 기존 연구의 문제점

컴퓨터 비  분야에서 객체 인식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객체의 공통 인 특징을 공식화된 수식에 의하여 특징 

벡터로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람의 으

로 쉽게 같은 종류라고 인식하는 객체도 각각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11]. Papageorgiou et 

al.[6]은 객체의 공통 인 특징을 해 Haar 웨이블릿의 

사용을 제안하 고, Viola와 Jones[3]는 Haar-like 특징

의 개념을 확장시킨 방법을 제안하 다. AdaBoosting 알

고리즘[5]을 사용하여 Haar-like 특징 집합으로부터 분

별력이 높은 일부를 선택해 다단계 분류기를 구성하는 

방법과 분 상을 사용하여 Haar-like 특징을 계산하

는 방법이 있다[4][8].

다양한 특징 추출과 학습 이미지의 반복 인 연산으

로 인해 객체 검출을 한 학습 데이터에 한 학습 시간

이 오래 걸린다[13]. 그리고 학습 이미지의 변화에 처

하는데 환경 인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2D Haar 웨이블릿 변형을 이용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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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생성기와 베이지안 별식을 이용하여 학습 시간을 

이고 학습 데이터의 변화에 응 인 방법을 제안한다.

3. 침입탐지를 위한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한 검출 및 추적

3.1 시스템의 구조도

본 논문에서는 서베일런스에서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

용한 검출  추 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검출 

 추 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객체를 검출  추 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단계로 입력 상을 처리한다. 객체 

검출기는 처리 처리가 된 상에서 ±20도까지 회 되

고, 64x64 픽셀 최소 크기의 객체를 검출하기 해 설계

하 다. 검출기는 이미지 상황 기반 방법의 경로, 베이지

안 상황 인식 방법과 후처리 략을 포함한다.

이미지 상황은 조명 상태, 동작 패턴, 배경 상  

경 상의 잡음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이미지 상황은 

K-means와 RBF의 하이 리드 네트워크에 의하여 모델

화되어지고 분석된다. 이미지 상황 분석은 베이지안 분

류기와 후처리 과정이 변화하는 배경 상과 동작 패턴

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해 몇 가지 이미지 상

황 에 하나로 검출된 객체 이미지를 배정한다. 따라서 

이미지 상황분석에 기반을 둔 방법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하여 객체 검출  추 의 정확성 측면에서 기

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그림 1] 제안하는 검출 및 추적의 흐름도

다양한 환경의 향을 감소시키기 해 베이지안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Haar 웨이블릿뿐만 아니라 후

처리 과정을 사용한다. 후처리 과정은 합병과 조정 차

를 통해서 배경 상의 잡음 문제를 해결한다. 검출 알고

리즘은 세 가지 단계의 모듈로 구성하고 [그림 1]에서 구

체 으로 나타낸다. 첫 번째 단계는 상의 상황 기반 분

석이고, 두 번째 단계는 상황 응  임계값을 가진 베이

지안 별식의 용이다. 세 번째 단계는 후보 역에 

한 합병과 조정 략의 용이다. K-means와 RBF 알고

리즘[7][8]을 이용하여 클래스에 의하여 객체를 분류한

다. 이미지 상황 분석에 의하여 분류된 이미지는 베이지

안 검출기를 통과한다. 베이지안 검출기는 여섯 벨 다

 해상도 방법, 2D Haar 변형기를 이용한 특징 벡터 생

성기와 베이지안 별식 방법을 기 로 한 Haar 특징을 

가진 후보 도우 역 분류기로서 이루어진다.

객체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발견되어진 후에 히스토

그램 평활화가 검출된 역으로 처리되어진다. 검출된 

객체 이미지는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

한 객체 정면의 동작 패턴은 쉽게 다른 면이나 뒷면의 

동작 패턴으로 확장되어 질 수 있다. 그 후에, 역은 

64x64 도우에 의하여 스캔되어진다. 2D Haar 웨이블

릿 변형은 각각의 도우에 하여 진행된다. 각각의 

도우는 베이지안 분류기를 기반으로 하는 Harr 특징에 

의하여 테스트되어지고 도우가 후보인지 아닌지가 결

정되어진다. 2D Haar 웨이블릿 변형은 시스템이 조명의 

향을 덜 받도록 한다. 베이지안 분류기를 기반으로 하

는 Haar 특징을 이용한 방법은 서로 다른 스 일을 가진 

후보 역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그림 2]에서 합병과 

조정 략이 용되어지고 객체의 심이 결정되어진다. 

[그림 2] 합병과 조정에 의한 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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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조정 략은 최근에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동

작 패턴의 객체 검출과 추  알고리즘을 어렵게 만드는 

검출 상 역별 밝기 차이에 한 보정 문제와 객체 검

출시스템의 처리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2 K-means와 RBF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에 의한 이미지 상황 분석

이미지 상황은 다른 이미지와의 상호 작용과 검출을 

해 찰할 수 있는 속성이고 이미지 상황 분석은 객체

의 동작 패턴 변화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3][5][7]에서 제시한 직 인 방법이 아닌 

공식 으로 측정될 수 있는 이미지 상황 분석을 용한

다. 이미지 상황 분석은 이미지 범주들 에서 하나로 검

출된 이미지를 배정한다. 이미지 상황은 K-means와 

RBF의 하이 리드 네트워크에 의하여 모델화되어지고 

분석된다.

학습 단계에서 동작 패턴의 형태에 따라 이미지를 분

류한다. 클러스터에서 최 화된 다른 임계값을 베이지안 

방법에 용한다. 이를 이미지의 상황 기반 객체 검출 방

법이라고 부른다. 일반 인 베이지안 방법은 체 테스

트 이미지에 하여 같은 임계값을 용하지만, 상황 기

반 방법은 클러스터의 개수에 따라 응 인 임계값을 

용한다. [그림 3]은 두 가지 구분된 단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 다. 첫 번째 단계에서 

비감독 학습을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다양한 임계

값을 활용하여 규칙 인 감독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그림 3] 학습 시스템의 구조

입력 패턴은 64x64 픽셀의 회색 스 일의 이미지 크기

로 벡터 처리된다. 입력 공간으로부터 숨겨진 단  공간

으로의 변형은 비선형이다. 숨겨진 단  공간으로부터 

출력 공간으로의 변형은 선형이다. RBF 분류기는 고차

원 공간으로 입력 벡터를 확장하고 K-means를 이용하

여 학습한다. 네트워크 입력은 1차원 벡터와 같이 네트워

크로 들어간 n개의 값이 정규화되고 1/2 크기로 재조정

된 이미지로 구성된다. [그림 4]는 서베일런스에서 객체

의 검출과 추  과정을 나타낸다. 이는 Haar 특징을 기반

으로 하는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하여 객체를 검출하고 

추 하는 과정을 보여 다. 실험에 사용된 학습 집합과 

객체 검출 테스트 상은 카네기 멜론 학의 FERET 데

이터베이스[16]에 있는 상을 이용하 다. 이는 객체 검

출은 2D Haar 웨이블릿을 통한 특징 벡터를 구성하고 베

이지안 분류기를 학습시키기 해 사용된다.

[그림 4] 서베일런스에서 객체의 검출과 추적 과정

4. 실험 결과

본 에서는 기존의 AdaBoosting 알고리즘[5]과 Haar 

웨이블릿 특징을 이용한 객체 검출[3]과 제안하는 방법

을 사용할 때의 객체 검출기의 처리 속도와 각각의 방법

으로 학습시킨 분류기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 결과를 기

술한다. 실험은 MS Visual Studio 2010을 사용하여 제안

한 방법론을 구 하여 진행하 다. IEEE 1394 카메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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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능 개선을 해 Intel IPL 라이 러리와 Open CV

를 사용하 고 2D Haar 웨이블릿 연산, 베이지안 별식, 

K-means 연산, 처리 기능을 구 하 다. 테스트 샘

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베이지안 분류기의 검출수를 측정

하고 식(1)과 같이 검출율을 계산하 다.

검출율테스트샘플개수
검출회수

       (1)

[그림 5]의 샘 별 객체 검출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

하 을 때 학습 시간이 28% 었으며, 2D Haar 웨이블

릿 특징 벡터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9% 개선되어 객체 

검출기의 체 처리 속도가 23% 개선되었다.

[그림 5] 샘플별 객체 검출율

실험에서 세 가지 경우의 샘 들로 테스트 한 결과, 일

정 임계값에 도달했을 때 더욱 정확한 검출율을 나타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베일런스에서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

용한 상황 기반 객체 검출  추 을 제안하 다. 서베일

런스 침입탐지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은 입력 상의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서베일런스 침입탐지

의 상에서 상황 기반 방법을 용한다. 둘째, 상이 상

황 기반 베이지안 분류기에 의하여 분류되어진다. 셋째, 

이미지 상황에 맞게 후처리 과정으로 합병과 조정이 

용되어 객체 검출  추 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합병과 

조정에 의한 후처리 과정은 다양한 상의 변화를 처리

한다. 입력 상의 상황 분석은 K-means와 RBF을 이용

한다. 객체 검출은 2D Haar 변형기를 이용한 특징 벡터 

생성기와 베이지안 별식을 이용한다. 각각의 특징은 

학습 상에 맞추어 특징 집합을 구성한다. 이 게 만들

어진 특징 벡터 집합과 객체와 배경으로 이루어진 학습 

상은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하여 배경과 객체를 분류

할 수 있는 분류기 생성 학습을 한다. 일반 인 베이지안 

방법은 체 테스트 이미지에 하여 같은 임계값을 

용하지만, 상황 기반 방법은 클러스터의 개수에 따라 

응 인 임계값을 용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응 인 

임계값을 가진 베이지안 분류기는 이미지의 상황에 의하

여 유도되는 임계값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객체 검출 후

보 역의 합병과 조정 략  다른 임계값을 가진 베이

지안 분류기를 이용한 방법은 단순히 객체 검출에만 국

한되지 않고 융합보안 분야에서 검출  추 에도 활용

되어질 수 있다.

향후 연구는 객체의 역이 다른 물체에 의해 일부분 

가려졌을 때의 검출율이 낮아지므로 분류기가 잡음 상

을 해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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