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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영상보안 시스템(video surveillance sys-

tem)은 영상분석(video analysis),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하거나 화재를 감지하는 등 지능형으로 발전하

고 있다. 영상보안 시스템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신

체 정보(biometry)로는 얼굴, 걸음걸이, 키 등이 있

고, 옷, 모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사람의 신체정보 중 하나인 키

(height)는 대상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정보이

다[1-6]. 키를 추정하기 위하여 소실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으나 보행자 또는 사람의 측면을 

촬영하여 키를 추정하였다. 방범 및 방재를 위하여 

약 3에서 5 m 높이에 설치된 CCTV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키를 추정하기 위하여 영상 내에서 

특정 물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키를 추정하는 방법[7]

이 연구되었다. 특정 물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키를 

추정하는 방법은 카메라로부터 원거리, 중거리, 근거

리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 높이와 화소의 비를 선형 

추정하여 키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키를 알고 있는 보행자가 CCTV

카메라 시야 내에서 이동하면서 영상 내에서의  화소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상 내에서 실제 키와 화소의 

비를 계산하여 보행자들의 키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영상 좌표와 실제 키에 대한 화소의 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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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최적 위너 필터(optimal Wiener fil-

ter)를 적용한다. 카메라 영상에서 보행자를 배경으

로부터 분리하기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Gaus-

sian Mixture Model) 이용한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

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는 배경 정보를 반영하

는데 효과적이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적용한 배경 

추정을 통하여 보행자 후보를 검출하고[7-14], 후보 

영역의 높이 화소에 대하여 위치별 키에 대한 화소 

최적비를 적용하여 보행자의 키를 추정한다. CCTV

카메라 영상에 대하여 제안하는 키 추정 방법이 효과

적임을 실험을 통하여 보인다.

2. 키 추정 방법
제안하는 키 추정 방법의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키 추정 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보행자 검출 과정을 

수행한다. 보행자 검출 과정은 입력영상으로부터 배

경과 움직이는 객체를 분리하고 분리된 후보 객체들 

중에서 보행자를 판별한다[7]. Fig. 1의 좌하단 ‘Optimal

Estimator Design'과정에서는 키가 알려진 보행자

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최적의 모델을 추정하게 

되며, 우하단의 ‘Running Mode'에서는 ‘Optimal

Estimator Design' 과정에서 구한 추정값을 이용하

여 입력 영상으로부터 키가 알려지지 않은 보행자의 

키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실제의 경우 CCTV 카메라

가 신규로 설치되거나 설치 각도, 확대와 축소 조건 

등의 설치 환경이 변화된 경우 한번만 ‘Optimal

Estimator Design' 과정을 거치면 그 이후로는 

‘Running Mode'로 동작시켜서 자동적으로 보행자

의 키를 추정한다.

2.1 보행자 검출
보행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CCTV 카메라를 통하

여 입력된 영상에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전경을 분리하게 된다. 배경 추정은 최근 프레임들의 

화소 값을 버퍼에 저장하고 일정 프레임마다 버퍼에 

저장된 값들을 이용하여 배경 모델을 갱신한다. 그리

고 매 프레임마다 화소들을 아래의 수식과 같이 배경 

모델과 비교하여 배경과 전경을 분리한다.

     (1)

max    

 는 입력 이미지이고 는 배경 모델 그리고 는 

R, G, B값을 의미한다. 위의 값이 일정 임계값보다 

작으면 해당 화소를 전경으로 분리한다. 이 방법은 

배경 모델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화소들을 저장할 버퍼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분리된 전경 이미지로부터 모폴로지 필터(mor-

phology filter)를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미세하

게 끊어진 전경들을 이어주게 된다. 모폴로지 필터링

을 통하여 객체로 추정되는 몇 개의 영역만 남게 되

고 이들 후보 객체들에 대해 레이블링(labeling)을 수

행하여 객체의 특징 데이터를 수집한다. Fig. 2는 입

력영상에서 가우시안 혼합모델과 모폴로지 필터링 

그리고 레이블링 수행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

자 판별을 위한 임계값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  (2)

 ≺ ≺  (3)

여기서  와  를 후보 객체의 수평 및 수직 화소 

수이며    로 정의되는 후보 객체의 종

횡비(ratio of width and height)이다.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최종적으로 보행자로 판별된다. Fig. 3은 

보행자를 검출한 결과이다.

2.2 키 추정 방법
본 논문에서는 키 추정을 위하여 비율 를 식 (4)Fig. 1. Flow chart of the proposed heigh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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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여 키를 추정한다. 식 

(4)에서 은 검출된 보행자의 수직 화소 수

이며 는 보행자의 실제 키이다. 이 비율을 보

행자의 좌하단 좌표와 비교하면 Fig. 4와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4)

Fig. 4에서 값이 , 좌표와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객체의 좌표에 따른 최적의 를 계산하면 

정확한 키 추정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 

, 좌표의 관계를 1차 선형함수로 모델링하고 최적 

모델을 구하기 위하여 위너 추정 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평균제곱오차(MSE, Mean Square Error)가 최소

가 되는 최적 모델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키를 추

정하게 된다.

입력 영상에 따라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키를 알고 있는 보행자가 영상 내의 다양한 위치에 

이동하면서 매 프레임마다 보행자의 좌하단 좌표, 수

직 화소 수 그리고 실제 키(cm)를 같이 저장하게 된

다. 이 과정이 끝난 후 저장된 정보들을 다음의 위너 

추정 방법에 적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최적의 모델

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는 입

력 벡터로 정의하였고, 이 때  는 보행자의 좌하

단 x, y좌표이다. 그리고      는 반응벡터이

다. 평균제곱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5)

(a) Input image (b) GMM (c) Morphology (d) Labeling

Fig. 2. Pre-processing of pedestrian detection.

Fig. 3. Results of pedestrian detection.

Fig. 4. The x, y coordinate of bottom-left corner and k for eac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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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실제값이고 는 측정값이다. 이 평균

제곱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을 만족하

는 를 구해야한다. 그러므로 로 정의하는 최적의 

는 위너-호프 식(Winer-Hoff equation)에 의해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6)

  
 ∙는 자기상관행렬(auto-correlation

matrix)이고,  ∙는 상호상관행렬(cross-

correlation matrix)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키 

추정을 위하여 를 활용한다. 이를 이용하여 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7)

위의 값과 식 (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행자

의 키를 계산할 수 있다.

 


  (8)

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13과 영

상처리 공개 라이브러리인 OpenCV 2.4.9를 활용하

여 초당 20 프레임을 처리한다. CCTV 카메라 영상 

내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서의 키를 측정하였다. 실험

은 근거리와 원거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카메

라로부터 10 m 거리는 근거리, 10 m 보다 먼 경우를 

원거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존 키 추정 방법[7]

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5는 4명의 보행자 검출 및 키 추정 결과 이미

지를 보여준다. Fig. 6은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183cm의 키를 가지는 보행자 한 명에 대한 매 프레임

에서의 키 추정 오차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왼쪽 

그래프는 근거리에서의 결과, 오른쪽 그래프는 원거

리에서의 결과이다. Table. 1은 근거리에서의 기존 

키 추정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 추정 방법

의 결과로써 4명의 보행자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기존 방법의 결과에서는 평균 오차가 각각 8.66cm,

7.76cm, 8.54cm, 9.36cm이고 평균 오차율은 5.38%,

4.61%, 4.73%, 5.41%이다. 제안하는 방법의 평균 오

(a) (b) (c) (d)

Fig. 5. The results of the applied algorithm. (a) object 1, (b) object 2, (c) object 3 and (d) object 4.

(a) (b)

Fig. 6. The height estimation results of object 1. (a) near-distance, (b) long-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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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0.88cm, 2.65cm, 1.14cm, 1.04cm이고 평균 오차

율은 0.48%, 1.65%, 0.68%, 0.59%이다. Table. 2는 

원거리에서의 결과로써 기존 방법의 결과에서는 평

균 오차가 11.09cm, 13cm, 15.99cm, 10.57cm이고, 평

균 오차율은 6.89%, 7.73%, 8.74%, 6.11%이다. 제안

하는 방법의 평균 오차는 각각 2.91cm, 4.54cm,

2.95cm, 2.93cm이고 평균 오차율은 1.59%, 2.82%,

1.76%, 1.68%이다. 최종적으로 근거리에서보다 원거

리에서의 오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의 

키 추정 방법은 91%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반면

에, 제안하는 보행자 키 추정 방법은 97% 이상의 정

확도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CTV 영상을 기반으로 보행자의 

키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객체를 배경으로

부터 정확히 분리하기 위하여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하였고, 보행자 객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위

너 추정 방법에 적용하여 최적의 모델을 구하였다.

영상 내에서 보행자의 위치에 대응하는 보정 계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위치에 제약 없이 

키를 추정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하여 기존 방법보

다 제안하는 키 추정 방법이 효과적으로 키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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