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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재 터넷  감시 카 라를 용 여 통량  보여주는 비스가 공 고 나, 반  사용

가 지도   치를 지  카 라가 착 어 는  상  보여 다. 본 논문에 는 상단  쪽

 시 는 반  지도에 재 카 라에  촬 고 는 도  상  지도  에  바라보는 시

(Bird’s-eye view)  변 (Warping) 여 보여  사용 가 직  재  도  상  눈에 볼 수 는 

시스템  안 다. 본 논문에 는 카 라 상에  보여주고 는 도  평  강 게 추   밝  변

에 강  수 는 움직  벡터를 용 여 도  평  추 는 방법  안 , 지도  같  방  가질 

수 도  재 는 과  용 고 지도 에 시  수 는 사용  친  터페 스를 시 다. 실험 

결과를 통  본 논문에  안 는 방법  지도  같  사용 가 지  편리  상  변 는 결과를 

다.

주 어 : 도  평  추 , 류 흐름, 움직  벡터, 그래 , 감시 시스템

Abstract Currently, a traffic monitoring service using a surveillance camera is provided through internet. In 

general, if the user points a certain location on a map, then this service shows the real-time image of the 

camera where it is mounted.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intuitive surveillance monitoring system which 

displays a real-time camera image on the map by warping with bird’s-eye view and with the top of image as 

the north. In order to robustly estimate the road plane using camera image, we used the motion vectors which 

can be detected to changes in brightness. We applied a re-adjustment process to have the same directivity with 

a map and presented a user-friendly interface that can be displayed on the map. In the experiment, the 

proposed method was presented as the result of warping image that the user can easily perceive like a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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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T 시 에는 많은 감시 카메라가 밝기변화, 시 변

화, 가려짐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촬 하고 이용하게 된

다[1, 2, 3]. 감시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의미 정보를 취득

하기 해서는 감시 상의 공간 구조를 컴퓨터 비

기법을 이용하여 악해야 하는데 실외의 경우 밤과 낮

의 밝기 변화부터 근거리부터 원거리, 움직이는 감시카

메라 까지 다양한 형태의 화면을 분석해야만 하는 어려

움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카메라를 이용한 감

시 시스템 에 특히 고정되어 있는 교통 감시 시스템에

한 자동 분석을 해 도로를 평면으로 추정하고 이용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야외의 변하

는 도로 상황에서도 강인하게 도로의 평면을 추정하기

해 움직이는 차량이 도로 평면을 를 이동한다는 가

정 하에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고 이용하게 된다.

[Fig. 1] Display of real-time traffic monitoring 

with the map (Naver).

[Fig. 1]은 재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지

도 교통상황에 한 결과이다[5]. 우측에서 보이고 있는

도심 지도에서 카메라를 클릭하게 되면좌측에서 보이는

실시간 감시 카메라의 화면 창이 보이고 재의 교통상

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도 에 교통량에 한 정

보가 색 화살표로제공이 되며, 실시간 교통 화면이 감시

카메라로 촬 되어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많은 사

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다만 재 실시

간 교통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차량의 진행 방향이 실

제 지도에서북쪽인지 남쪽, 동쪽, 서쪽 인지를 단할수

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사용을해보면 쉽게 다가오

는 불편한 이다.

[Fig. 2] Proposed display of real-time traffic 

monitoring with the map.

[Fig. 2]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하는 유 친

화 인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화면이다. 실시간 감

시 카메라의 화면을 평면으로 에서 바라보는 시

(Bird’s-eye view)으로 변형하여 지도와 동일하게 화면

을 변형할 수 있다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 [Fig. 3]과같다. [Fig. 3]은본 논문

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Fig. 3]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제일 먼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교통상황이 입력된다. 가운데 있는 도로 평면 추정

(Road plane estimation) 모듈의 경우 우선 이동하고 있

는 자동차들의 궤 (Trajectory)을 따라서 류 흐름

(Optical flow)[6, 7]을 따라 데이터를 검출하게 된다. 그

리고 이 에서 노이즈 성분을 제외하고 표되는 움직

임에 한 특징(Feature)을 뽑기 해 RANSAC

(RANdom SAmple Consensus)을 이용하게 된다[8].

RANSAC의 경우 노이즈에 강인하고 실시간 성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으로 직선 추정(Lin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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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리 사용된다. 그리고 이 에 도로면을 따라서 움직

인 류 흐름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면을 추정하게 된다.

이 때 도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류흐름은 도로면이

카메라의 하단 부분이고 류흐름 데이터 에 하단 데

이터만을 도로면을 따라 이동하는 데이터라가정하고 이

를 도로 평면을찾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 게 해서 찾은

움직임에 한 특징을 이용하여 평면에 한 호모그래피

(Planar homography)를 계산한다[9, 10]. 마지막으로 오

른쪽에 있는 교통량 모니터링 시스템(Traffic monitoring

system)에서는 도로 평면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각 카메

라에서 입력되고 있는 실시간 이미지를 지도 기 으로

도로 평면을 지도와 동일하게 에서 내려 보는 시

(Bird’s-eye view) 기 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Warping)

다[11, 12]. 에서 내려 보는 시 으로 만들어 이미

지는 다시 일반 인 지도에서 보여주는 북쪽이 쪽 방

향으로 회 을 시켜주게 된다. 상이 되는 도로의 평면

호모그래피(Planar homography)를 알 수 있다면 이를

지도에서 사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로면을 평

면으로 표 하여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제

안하는 방법의 개 인 설명과 련연구가정리되어 있

다. 2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구체 인 수식

과 설명이 소개되어 있고 후반부에 제안하고 있는 방법

의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 3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이 설명되어 있다.

2. 본

2.1 도  평  추

교통량 감시 카메라로부터 입력을 받아 도로 평면을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움직이는 차량의 이동정보를 알기 해 KLT 류

흐름(optical flow)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 궤

(Trajectory)를 축 한다.

2) RANSAC을 이용하여 비선형 이거나 노이즈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상치 데이터(Outlier)로 검출

하여 제외하게 된다.

3) 움직이는 차량의 류 흐름 데이터를 차량의 거리

가 일정하다는 가정하게 고정반경 이웃 군집화

(Fixed-radius near neighbors)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군집화 한다[13, 14].

4) 추출된 데이터 에서 일정 비율의 하단을 도로면

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라고 가정하고 추출한다.

5) 추출된 포인터들을 이용하여 지정한 데이터를 집

합으로 하여 RANSAC을 이용하여 반복(Iteration)

하여도로면의평면호모그래피(Planar homography)

를 계산하게 된다[15, 16].

다음의 [Fig. 4]는 본 논문에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교통 상이다. [Fig. 4]의 (a)-(c)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각 차량은 도로의 구성과 신호에 따라서 각기 이동하게

된다. 이때 차량의 경우 차량의 형태(Rigid body)가 이동

하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류 흐름을 추출하게 되면

실제 이동한 형태와 동일하게 추출되게 된다.

(a) Captured image 1 with a camera

(b) Captured image 2 with a camera

(c) Captured image 3 with a camera

[Fig. 4] Captured image sequence of traffic monitoring

with an upper mounte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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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 해 KLT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차량들에

한 류 흐름을 추출하면 다음의 [Fig. 5]와 같다. 그리

고 이 에서 가장 주요한 축을 가지는 직선들이 필요하

게 되며, 이는 일정 시간동안 류흐름 데이터를 축 하

게 되며, 이 에 후보가 되는일정 개수의 직선들을 선택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게 찾아진 직선들에 해

RANSAC을 이용해 도로 평면을 찾게 된다.

[Fig. 5] Accumulated optical flow data in captured

image sequence.

[Fig. 5]의 결과에 해 알고리즘 2)의 RANSAC을 이

용하여 에러 성분을 제외하고 3), 4)단계를 진행하여 도

로 평면의 특징 들을 추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평면 호

모그래피를 추출하기 해 5)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 때 사용하는 수식을 일반 으로 표 해보면 다음

과 같다. 실세계 평면 의 (Point on world plane)은

로 표시하며, 이미지 에 응되는 이 라고 하면

3*3 크기의 평면 호모그래피 는 다음과 같다.

  (1)

연산을 해  행렬을 벡터 형태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2)

식 (1)을 이용하여 개의 특징 이 주어질 때를 구

하는 함수 형태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행렬의 크기는 2*9 이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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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4)는 이고, 의 값이 최소가 될 때

의 고유치 벡터(Eigen vector)로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11, 12].

추정된 평면 호모그래피를 이용하여 기존의 데이터들

을 월드 좌표계로 재투 (Reprojection)하여 에러를 계산

하고 이 에러가 최소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된다. 여

기서 구해진 평면 호모그래피는 실제의 도로 평면의 길

이가넓이를알 수없기때문에 스 일(Scale) 값은 알수

가 없다. 따라서 여러감시 카메라에서 구해진 최종 상

에서 표 되는 길이가 다른 카메라에서 구해진 길이와

같지 않다. 하지만 스 일 값을 알 수 없다하더라도 재

구해진 호모그래피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한 이미지로 변형이 가능하다.

구해진 평면 호모그래피를 이용하여 입력 상에

해 도로 평면을 지도와 동일하게 에서 내려 보는 시

(Bird’s-eye view) 기 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결과는

다음의 [Fig. 6]과 같다.

[Fig. 6] A bird’s-eye view of result image for 

warping transformation using an 

estimated planar homography.

2.2 실험 결과

도로 평면추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는 이 [Fig.

6]과 같다. 이 게 획득된 에서 내려보는 시 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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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이용한 변환 변수(Warping parameters)들을 이

용하여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상들을 변환하게

된다.

그리고 [Fig. 2]와 같이 지도 에 변환 상을 덮어

그리기 해서는 지도와의 방 각을 같게 해줘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의 방 각을 맞춰주기 해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Fig. 7] Selection result of north direction by user.

[Fig. 7]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북쪽 방향이다. 북쪽

방향 설정에 해서는 빛의 입사 방향이나 다른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과 같은 센서의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지

정에 의해 북쪽 방향을 설정하 다. 이후에 [Fig. 7]에 의

해 설정된 북쪽 방향을 일반 인 지도 기 의 12시 는

쪽 방향을 북쪽으로 기 으로 삼고이미지를 회 하게

된다.

[Fig. 8] Final result of warping image for overlaying

on the map.

[Fig. 8]은 지도 에 덮어씌우기 한 최종결과 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쪽 방향이 지도의 북쪽 방

향과 일치하며지도를보는 것과 같이쉽게 인지할 수있

도록 최종 결과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연속된 입력 상인 [Fig.

4]는 [Fig. 6]에서 [Fig. 8]까지를 거치면서 지도와 같이

북쪽이 상단인 유 친화 인 이미지로 변형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Fig. 2]에서와 같이 실

제 지도에 첩(Overlay)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면 재

보다 효용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본 논문은 실시간 교통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

상황에 한 실시간 상을 지도 에 직 으로 표

하기 한 상 변형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사 에 계산되어지지 않은 카메라

(Un-calibrated camera)를 한 방법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많은 카메라를 그 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의 카메라를 그 로 사용할수 있는 장 이 있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입력되는 이미지를 지도를 기 으

로 북쪽 방향이 상단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변형할 수 있

다가 있다. 이 게 되면 지도를 보면서 입력된 실시간

상의 방향성을 사용자가 직 추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리고 향후 시간에 따른 자연 의 방향성 등으로 자

동으로북쪽 방향을 검출할 수있는 방법 등을개발할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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