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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교통·주차, 재해·재난 감시, 아동보호·범죄취

약구역 등에서 공공시설물 감시 또는 범죄 예방 및 

사후 처리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와 연계하여 

예방,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목적으로 통

합관제센터 구축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분

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일반적

인 CCTV 영상은 시야각이 특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시야에 보이는 범위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함께 공존한다. 시야범위를 넓히기 위해 시야범위가 

넓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넓은 시야를 반영하기 

위해 초점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초점 거리가 길어서 멀리 있는 피사체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시야각이 좁아서 사각지대가 매우 

넓어짐을 의미한다. 카메라의 화각이 넓어질수록 더 

넓은 범위를 촬영하고, 초점거리는 더 짧아져서 멀리 

있는 피사체가 영상에서 표현될 때 선예도가 떨어지

게 된다. 반면에 화각이 좁아지면 더욱 좁은 범위를 

촬영하게 되지만 그만큼 피사체의 상세한 부분까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단순히 카메라 수를 늘려서 시야 사각지대를 제거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대책이면서도 효율성과 비용,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낭비에 가까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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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변경

하면서 각 카메라당 높은 선명도를 유지하며 넓은 

범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활용되어 왔다. PTZ

(Pan, Tilt, Zoom) 카메라는 보통 돔 형태의 구조로서 

동일 위치에서 내부에서 모터를 이용해 카메라의 시

야각, 방향을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동적으로 조

정해주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결합하여 특정 대

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360도 영상은 넓은 범위를 한 화면에 표현한 영상

이므로 상당히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특히,

원통형 파노라마(cylinderical panorama)는 가장 널

리 사용되는 영상으로, 좌우 시야각이 360도에 달해 

전, 후, 좌, 우를 모두 한 번에 감시할 수 있다. 이는 

카메라의 투영면을 가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촬영 방법이다. 원통형 파노라마의 경우는 투

영면을 평면이 아닌 원통의 옆면으로 설정하였기 때

문에 좌우로 모든 범위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

원통형 투영면의 경우 평면 영상을 옆으로 길게 이어

붙인 것과 기하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서 

왜곡이 심하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촬영하기 위한 

렌즈를 아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 원통형 파노라

마는 촬영 난이도가 매우 낮고, 장비에 대한 접근성

도 매우 좋아서 아이폰 및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파노라마 기능으로 기본 채택되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태이다. 하지만 원통형 파노라마는 상단과 

하단을 촬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녔으며 원통형 파

노라마 역시 시야 사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1].

시야 사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60도 영상인 파

노라마를 이용하면 바닥면과 천장까지 모두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 파노라마는 모든 방위의 정보를 투

영했기 때문에 놓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

의 구체를 설정하고 이 위에 모든 방향의 정보를 파

노라마 위에 투영한 후 이를 한 장의 영상으로 펴내

게 되면 시야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특히,

파노라마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원통형 파노라마에 집중되어 있거나 파노라마를 조

합해내기 위한 방법론에 치중되어 있다. 그 외에 원

통형 파노라마를 만들어내는 사영 변환 기법, PTZ

카메라를 이용해서 파노라마를 조합해내는 방법, 스

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파노라마를 조합하는 방

법 등이 연구되어 왔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지자기 

센서와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해 파노라마를 구성하

게 될 경우 Zero Parallax 문제점을 해결해낼 수 없기 

때문에 파노라마에서 찢어짐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

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

상에서 물체의 움직임과 같은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 시스템에서는 변화가 전혀없

는 공간도 광원이 미세하게라도 변화할 경우 화소의 

차이가 극명하게 바뀌게 된다. Stauffer 등[2]은 가우

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배경 영상 모델을 훈련하

고 이를 이용해 미약한 광원의 변화에는 대응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급격한 광원 변화에는 대응하지 못하

였다. Noriega 등[3]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부 커널

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급격한 광원 변화에 대응

하는 배경 훈련 방법을 제안하여 성능 개선을 이루어

냈으나 신뢰할 수 있을 수준의 결과는 나타내지 못하

였고,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는 감지해내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60도 파노라마에서 미세한 물체

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 후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째,

DoF(Difference of Frame)[4] 기법을 이용하여 360

도 파노라마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는 시스템

을 개발한 후 실험을 통해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둘

째, TLD 알고리즘[5]을 기반으로 360도 파노라마에

서 움직이는 특정 물체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본 연구의 배경이 되

는 360도 파노라마에서 움직임 감지 및 추적 기법에 

대해 고찰한 후 연구 동기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개요와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구현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 

및 실험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

구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연구 배경 및 연구동기

2.1 360도 파노라마에서 움직임 감지 및 추적

방범 시스템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정형 카메라로서 



291360도 영상에서 이동 물체 감지 및 추적 시스템의 개발

한 자리에 고정되어 특정 위치만을 지속적으로 관찰

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두 번째는 돔 형 카메라,

혹은 PTZ(Pan, Tilt, Zoom) 카메라라고 불리는 형태

로서 카메라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나 카메라가 촬

영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확대/축소까지 자유로

운 카메라이다. 두 번째 분류의 경우는 대부분 ‘회전

형 카메라’라고 명명한다. 세 번째 분류는 추적형 로

봇 카메라로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휴대용 드론이

나 소형 로봇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감시 대상을 추적

하면서 촬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분

류의 감시 카메라는 모두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 번에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만 촬영 또는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의 문제점으로서 감시

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배치하여 

시야사각(blind spot)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이 있

다. 하지만 카메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치비용,

사용전력, 유지보수 시간 및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

게 되어 절대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360도 파노라마를 사용할 경우 전방향을 모

두 동시에 감시할 수 있어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

해 효과적으로 모든 방향을 감시할 수 있다. 360도 

파노라마에서 물체의 움직임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

기 위해, 두 개 이상의 프레임에서 차이영상을 획득

하는 방법인 DoF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두 개의 영

상에 대해 차이영상 연산을 통해 움직임을 감지해내

는 것은 만약 피사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차이영상은 어떠한 값도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화소값이 0이 되며 조금이라도 

피사체가 움직였다면, 움직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화소들은 화소값이 0이 아니게 된다. DoF 알고리즘

은 영상처리에서 감지를 위한 대부분의 알고리즘에

서 사용하는 기본적 방법론으로, Lowe 등[6]이 제안

한 SIFT에서도 Gaussian 커널이 적용된 여러 영상

들을 이용, 차이영상을 구해 이를 DoG라고 명명한

다. DoF 알고리즘의 강점은 픽셀의 변화에 민감하여 

아주 사소한 움직임조차도 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만, 지나친 민감도로 인해서 영상 잡음에 민감하다

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방범 카메라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도 중

요한 일이지만 영상 범위 내의 특정 물체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움직임 자체를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시스템은 감시 대상인 사람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이를 포착해낼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미리 지정

된 형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대표적

인 예시로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이 제안

되었다. 템플릿 매칭은 탐색해야 할 대상 영상에서 

목표 피사체의 크기가 찾아야 할 대상의 영상 이미

지, 즉 입력 영상의 크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

다는 극명한 단점이 있다. 또한 찾아야 할 피사체가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회전해있거나 화면에서 조금

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상에서의 크기가 달라

지기 때문에 탐색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색상 정보가 다르면 오차가 증폭되어 템플릿 매칭도 

영상에서 보행자를 검출해내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템플릿 매칭에서 영

상의 크기를 절반, 1/4, 1/8 등으로 줄여나가거나 늘

려나가면서 “Scale Space Pyramid”를 만들고, 특정 

회전 각도마다 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회전크기/투영

크기에 따른 템플릿 지도를 생성, 이를 영상에서 모

두 탐색해 보는 방법도 제안되었으나, 사람의 경우 

옷의 색상,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적합

하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색상을 비교하는 것을 이

용해서는 보행자를 검출해낼 수 없고, 히스토그램 비

교 또한 색상의 분포를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보행

자를 제대로 검출해낼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 특징점을 이용한 탐색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방범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동시에 

여러 대상을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특징

점을 추출하고 정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Lowe의 SIFT,

Bay의 SURF를 인용할 수 있다. SIFT는 크기, 회전 

불변의 특징을 영상에서 추출해내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의 DoG를 쌓아 올려 “Scale Space Pyramid”를 

만들고, 여기에서 Local Maxima들을 추출해 특징점

으로 선정한 후, Gradient의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특

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SURF 또한 유사한 방법

이나, “Scale Space Pyramid”를 반대로 크기를 확장

하면서 쌓아올린다. Dalal 등[7]은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단순한 색상 정보 히스토그램이 아닌 영상내

의 Gradient 정보의 히스토그램을 사용(Histogram

of Gradient; HoG)하여 영상에서 원하는 대상을 찾

아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Zhu 등[8]은 크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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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까지 고려하고 Cascade 기법까지 적용하여 HoG

를 이용한 보행자 탐지를 가속화 시킨 방법을 제안하

였다[9]. HoG는 보행자에 대한 탐지율이 매우 높고 

학습을 이용해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히스토그램 기반의 탐색 방법이기 때문

에 오탐지가 발생할 확률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

로서는 Cascade HoG가 가장 보편적인 보행자 인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360도 영상은 지나치게 복잡

한 기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영상처리 기법

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기 힘들다. Bourke 등[10, 11,

12]은 Stereoscopic 거울을 이용해 취득한 반구형 영

상에서 한 번에 다양한 시점을 얻어내거나, 평면 영

상을 다시 역으로 반구형 영상에 투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반구형 영상이나 

Stereographic projection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 깊은 조예가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

라면 육안으로도 식별하기 어렵다는 큰 문제점이 있

다.

2.2 연구동기와 활용

본 논문에서 첫 번째로 개발한 360도 파노라마에

서 DoF 알고리즘을 통해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 움

직임 그룹 중에서 가장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대상을 

감지하는 모듈은 고정형 방범 카메라에서는 카메라

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DoF 영상이 거의 항상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지만, 시야사각이 존재

하게 된다. PTZ 카메라나 추적형 로봇 카메라의 경

우,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DoF 알고

리즘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360도 파노라마에서 DoF를 이용해 움직임을 

감지한다면, 한 번에 여러 방향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 가려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야사각이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모든 방향의 움직

임을 감지해낼 수 있다. 360도 파노라마 영상에서 

DoF 알고리즘을 이용해 감시 체계를 만드는 기술 개

발을 통해 360도 파노라마를 이용한 실시간 방범 카

메라 시스템을 개발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TLD 알고리즘과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360도 파노라마에서 움직이는 

사람중 특정 사람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모듈

을 개발하였다. TLD 알고리즘은 Tracking, Learn-

ing, Detection의 약자로, 본 명칭은 P-N Tracker이

다. Tracker는 동영상에서 전, 후 프레임들의 시간차

와 공간 및 형태 유사성을 이용해 대상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영상에서 특정 피사체를 찾아

내는 것을 말한다. Detector(검출기)는 미리 알고 있

는 대상(학습된 대상)을 영상에서 찾아내주는 것으

로, 정지영상까지도 탐색 대상에 포함된다. 즉, De-

tector는 Tracker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3. 360도 파노라마에서 물체 움직임 감지 및 추

적 시스템 개발

3.1 360도 파노라마에서 움직임 물체 감지 및 추적

본 논문에서는 360도 파노라마에서 의심이 가거

나 관심이 필요한 특정 움직임 물체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Hog Descriptor를 사용하였다. Dalal

등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물체중 특정 물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파노라마의 상단 극점, 하단 극점

에 가까울수록 왜곡이 심화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하며, 위도와 경도, 크기변환에 따른 모든 경우를 학

습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다른 방법을 제안한 후 이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가로, 세로 2:1

비율의 파노라마를 입력으로 받으며 반복적인 과정

을 통해 동화상의 1개 프레임을 획득한다. 매 프레임

을 획득할 때 마다, 미리 사용자가 지정한 감시 영역

을 바라보는 평면 뷰를 획득한다. 획득한 평면 뷰 영

상에 대해 Hog Descriptor를 이용해 물체를 감지한

다. 만약 감지된 물체가 있다면 감지된 물체를 둘러

싸는 Bounding Rect를 획득한다. 이후 감지된 물체

의 Bounding Rect의 중심점이 평면 뷰의 중심점이 

되도록 Planar 뷰의 중심점을 서서히 이동한다. 만약 

감지된 물체가 지속적으로 이동한다면, Planar 뷰는 

지속적으로 이동 중인 물체를 따라서 화면을 움직이

게 될 것이다. 만약 감지된 물체가 이동하지 않는다

면, 해당 물체의 위치로 평면 뷰가 이동한 후 계속 

같은 위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최종 화면 출력은 

비전문가도 인지할 수 있는 파노라마와 Hemispher-

ical 영상, 감지한 물체를 보여주는 Planar 뷰로 구성

하였다. Fig. 1은 본 개발연구에서 제안하고 구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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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실제 구현 과정에서 360도 파노라마를 입력받은 

후 첫 번째로 수행하는 단계는, 특정 위치의 Planar

뷰를 획득하는 것이다. 최초 시작시는 위도, 경도가 

(0, 0)인 위치의 Planar 뷰를 얻은 채로 시작하게 된

다. 이 위치를 마지막 위치로 두고, 다음 단계를 시작

한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지정되는 위도, 경도 위치

는 추후 파노라마에서 감시를 원하는 위치로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얻어낸 평면 뷰에서 특정 움직이는 

물체가 감지되면, 그 물체를 따라서 평면 뷰가 움직

이게 된다. 실제로 이 기능을 감시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방범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입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한 명씩 추적용 Planar

뷰를 생성해 정확한 다중 추적, 기록이 가능하다.

Hog Descriptor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

는 단계에서는 HoG Descriptor를 파노라마의 전역

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첫 번째 단계에서 획득한 

Planar 뷰에 대해서 수행한다. 만약, 여기에서 인식한 

움직이는 물체 수만큼 다중 스레드를 분화시키고 각

각을 독립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기게 된다면, 동시 

다중 물체 추적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개의 피사체인, 특정 한 개의 움직이는 물체

만 추적하도록 단일 스레드 모델로 제한되어 있다.

감지영역 단계에서 획득한 Bounding Rect는 발견한 

움직이는 물체를 표기하는 역할을 하는것 뿐만 아니

라, 화면에 표시해줄 View의 중심점으로 현재 View

를 이동시키는 가교의 역할도 수행한다. 발견한 피사

체의 Bounding Rect는 곧 피사체가 영상에서 존재하

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 Bounding Rect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면 View를 생성한다는 것은 피

사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평면 View를 생성한

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며, 보행자가 순식간에 

평면 View의 밖으로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Tracking의 조건 중 하나인 “탐색 윈도우”를 미리 

설정해두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파노라마 위에서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적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Bounding Rect의 중심점을 향해서 위도, 경도를 이

동해 새로운 평면 View를 생성하는 것이다. 새롭게 

생성된 평면 뷰는 사용자에게 보여 줄 영상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해당 위치에서의 RoI(Region of Inter-

est)를 파노라마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

과를 가지기도 한다. HoG descriptor와 Cascade를 

이용한 멀티스케일 탐색 방법은 상당히 수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추적을 

수행하도록 하면 파노라마를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

해 훨씬 빠른 수행 속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시스템

의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3.2 360도 파노라마에서 움직임 물체 감지 및 추적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된 프로그램은 360도 파노라마

중 Equirectangular Projection을 이용해 표현된 360

도 파노라마를 기본 입력으로 사용한다. 360도 카메

라는 PointGrey의 Ladybug2, Ladybug3, Ladybug5

가 있고 이 카메라들은 Cylinderical Panorama,

Spherical Panorama와 여러 종류의 파노라마 출력

을 지원한다. Ricoh사의 Theta 카메라는 본 논문애

서 Over View라고 불리는 Hemispherical Panorama

두 개를 이어붙인 영상을 입력으로 받는다. 3개 혹은 

그 이상의 렌즈를 이용해 영상을 입력받아 파노라마 

영상으로 합성하는 삼성의 Gear 360이나 Panono,

Bubble cam 등은 모두 각각 다른 타입의 파노라마 

영상을 출력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파노라마 관

련 연구는 Fangi 등[13]이 제안한 Equirectangular

Fig. 1. Moving Objects Tracking Flow on 360 Degree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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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 혹은 Mercator Projection을 기반으로 한  

파노라마 영상을 기반으로, 다른 형태의 파노라마 

영상이나 평면 영상으로 전환한 후 후처리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가장 널리 알

려진 표준형인 가로 대 세로 2:1의 비율을 가진   파노

라마 영상만을 입력으로 받는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은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

램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주요한 프로그램은 최소한 

Windows 7 환경에서 계산 능력이 3.0 이상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CUDA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반드시 NVIDIA GeForce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Table 2는 본 논문에서 구현된 프로그램을 구

동하기 위한 최소사양과 권장사양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파노라마는 처리량이 매우 많고 동일

한 시인성을 가지기 위해 더욱 높은 해상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용량 메모리 매핑이 가능한 

64bit OS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많은 RAM

을 이용해야 한다. CUDA 병렬화 가속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NVIDIA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야 하

며 CUDA 코어 개수와 각 코어의 성능에 대한 지표

가 되는 Compute Capability는 아무리 낮더라도 

Cuda SDK 7.5에서 지원하는 2.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연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서 가능한 한 5.0 이상의 Compute Capability를 가진 

맥스웰 아키텍쳐 급의 GTX 900번대 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거나, Cuda Core가 최소 1400개 이상

인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사용을 권장한다. 만약 Dy-

namic Parallelism 기능을 이용해 성능을 더 끌어올

리고자 한다면 Compute Capability가 5.2 이상인 Ge

Force GTX 970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결과를 실험 및 검증하기 위해 

1개의 감시구역에 갑작스레 나타난 움직이는 물체

(보행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하지만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한 대의 카메라로 한 번에 여러 명

의 보행자, 혹은 침입자를 동시에 추적하고 보여주는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에 의해 구현된 추적 시스템의 실제 출력 

화면이다. Fig. 2의 1번 영상은 입력된 360도 파노라

마로서 실제로 전 방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이며, 여기에서 감지한 움직이는 물체(보행자)는 그 

위치를 파란색 정사각형으로 표시한다. 2번 선택 뷰

는 기본적으로 360 Over View로 설정하되, 사용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파노라마 영상을 출력하고, 원하는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하여 다른 감시 대상의 존

재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마지막 세 번

째 뷰는 현재 추적중인 사람을 보여주는 평면 뷰가 

배치되며 해당 움직이는 물체를 가능한 한 영상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뷰가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특성

을 보이게 된다.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s and Tools

1st Environment 2nd Environment 3rd Environment

OS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libraries
OpenCV 3.1 OpenCV 3.0, 3.1 OpenCV 3.0, 3.1

Cuda 7.5 Cuda 7.5 Cuda 7.5

Tools Visual Studio 2012 Visual Studio 2012 Visual Studio 2012

Hardware

RAM 16GB 8GB 16GB

VGA NVIDIA GeForce GTX 660 Ti NVIDIA GeForce GT840 NVIDIA GeForce GTX 980TI

CC 3.0 5.0 5.2

Table 2. Minimum and Recommend Specifications

Minimum Specifications Recommend Specifications

OS Windows 7 64bit Windows 8 64bit

Hardware

RAM 8GB 32GB

VGA NVIDIA GeForce GT 640 or GT 735M NVIDIA GeForce GTX 980 Ti

CC Ver 2.0 Ver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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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현과정에서 HoG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물체(보행자)를 탐지하는 핵심적인 모듈은 

Fig. 3과 같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디텍터의 형태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고, 현재 별다른 

선 학습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penCV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행자 인식 템플릿을 사

용하였다. 이후 이전 프레임에서 한 번이라도 보행자

를 탐지하는데 성공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한 번이

라도 보행자를 탐지하는데 성공하였다면 마지막으

로 보행자를 발견하였던 위도, 경도 좌표를 기준으로 

평면 View를 생성한다. 한 번도 보행자를 탐지하지 

못했었다면 위도, 경도가 0, 0인 위치를 중심으로 다

시 평면 View를 생성한다. 이 경우의 위도, 경도 값은 

자신이 감시를 시작하기 원하는 위치로 조정할 수 

있다. 만약 가게 입구를 이 위치로 설정한다면, 가게

에 들어온 손님들의 이동 경로를 모두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생성한 평면 View는 피사

체를 탐색할 부분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RoIView

라고 명명한다. RoI 내에서 보행자를 탐색하는 작업

을 수행한다. 보행자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

도록 적정한 배수를 선정하며 found 벡터에는 

bounding rect들의 정보가 저장된다. 그 다음으로 발

견한 Bounding Rect들 중 중복된 결과를 Fig. 4 모듈

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단 한 개라도 발견한 결과가 

있다면 발견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리는 

bFound 플래그를 설정하고, 발견한 Bounding Rect

사이에 포함되거나 겹치는 것들을 전부 제거하여 적

절한 Bounding Rect만 남긴다.

이후에 수행하는 작업은 발견한 Bounding Rect

중 가장 큰 것을 한 개 선정하고 이 사각형의 중심점

을 찾아내는 것이다. 발견한 사각형의 중심점을 구하

는 것은 현재 평면 View를 기준으로 발견한 움직이

는 물체(보행자)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평면 View를 어느 

Fig. 2. Screen Shots of Moving objects Tracking on 360 

Degree Spherical Panorama.

HOGDescriptor hog;

hog.setSVMDetector(HOGDescriptor::getDefaultPeopleDetector());

if (bFound) {

getPatchFromCuda(minPano, mRoIView, dLastLati, dLastLogi);

}

else {

getPatchFromCuda(minPano, mRoIView, 0, 0);

}

Fig. 3. Recognition Core Module of Moving Objects using HoG Descriptor.

// 중복 결과를 제거한다.

size_t i, j;

for (i = 0; i < found.size(); i++) {

bFound = true;

Rect r = found[i];

for (j = 0; j < found.size(); j++) {

if (j ! = i && (r & found[j]) == r) {

break;

}

}

if (j == found.size()) {

found_filtered.push_back(r);

}

}

Fig. 4. Delete Modules of Overlapp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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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이동해야 움직이는 감시 대상 템플릿 윈도

우에 지속적으로 가둬 둠으로서 동일한 움직이는 물

체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Fig. 5 모듈을 이

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최대 사각형이 아닌,

인접 사각형을 찾아내거나 Kalman Filter 등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적절한 사각형을 선택하는 것

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한다면 탐지 성과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적절한 위치로 평면 View를 이동

시킨다. 현재 본 논문의 알고리즘에서는 적정 위치에 

대한 판단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한 

사각형의 중심으로 바로 평면 View를 이동시키지 

않고 0.5° 단위로 위도와 경도를 이동시키도록 설정

하였다. 이 또한 Kalman Filter나 적절한 추정 알고

리즘, 혹은 중심점의 위치 궤적을 이용해 비선형 추

정을 사용하거나 회귀 분석을 실시해 예상되는 위치

를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여러 단계로 나누지 

않고 단 한번에 탐지 대상 움직이는 물체의 중심 위

치로 평면 View를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고, 일정 

시간 동안 평면 View를 벗어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라면 카메라의 촬영 속도가 받춰 주지 

못해 피사체의 추적, 감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효율성을 위해 0.5도 단위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하지만,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려 한다면 

궤적 추정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이 구문을 삭제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모듈은 360도 파노라마에서 

특정 피사체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반 연구에 충

분히 활용될 수 있다. 복잡한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

하지 않고 HoG Descriptor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물

체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알고리즘

에서 HoG Descriptor를 이용해 템플릿 윈도우를 설

정한 후 탐지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학습 알고리즘

을 적용시키면 더욱 성능이 좋은 추적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으며, 특정 감시 시작 위치에

서 보행자를 탐지해낼 때 마다 스레드 분할을 통해 

여러 객체를 동시에 추적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만약 Optical Flow까지 동시에 적용하게 될 

경우 다양한 피사체를 동시에 고성능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360도 영상을 기반으로 한 방범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3.3 실험 결과 및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는 360도 파노라마에서 움직이는 물

체의 감지와 추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오탐지율이나 수행 시간이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탐지와 추적

의 실험을 위해, 동일한 한 개의 360도 파노라마에 

대해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에서 실험자는 

1 m 거리에서부터 1 m씩 21 m까지 총 21개의 위치에

서 움직임을 수행하였다. 성능지표는 두 가지로 나타

낸다. 첫 번째 성능 지표는 프레임별 수행 시간으로

서 각 프레임에 대해 처리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

을 나타낸다. 두 번째 성능지표는 탐지해낸 중심 위

도, 경도의 위치가 잘못된 프레임의 개수와 전체 프

레임의 개수를 나타낸다. 본 실험은 상지대학교 민주

관 2층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Fig. 6은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된 파노라마의 초기 프레임이며, 100

회 이상의 360 파노라마를 촬영한 움직임 감지와 보

행자 추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 단 한 픽셀이라도 움직

임이 감지될 경우 해당 부분의 평면 뷰를 획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Fig. 7은 움직임 감지 후 해당 위치의 

평면 뷰를 획득하는 데 걸린 시간을 매 프레임마다 

계산하여 출력한 그래프이다.

if (found_filtered.size() > 0) {

rectangle(trackingView, rtMax.tl(), rtMax.br(), cv::Scalar(255,0,0), 2);

if (ctx > r) dLastLogi -= 1.0 / 180.0 * PI;

if (ctx < r) dLastLogi += 1.0 / 180.0 * PI;

if (cty > r) dLastLati -= 1.0 / 180.0 * PI;

if (cty < r) dLastLati += 1.0 / 180.0 * PI;

}

Fig. 5. Focusing and Centering Modules of Moving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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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0 프레임대에서 7미터의 거리에서 움직이

기 시작하였고, 이 때를 제외하면 DoF 알고리즘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 모두 균일한 0.000000292652

초의 수행 시간을 보임을 볼 수 있다. Fig. 8은 오탐지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래프 상에서 급격히 오탐지가 치솟는 부분이 존

재하는데, 이 부분은 측정 거리에서 대기할 때 움직

임이 적어서 발생한 오탐지 결과이다. 미세한 움직임

도 잡아낼 수 있어야 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움직

임이 픽셀 단위보다 작을 수 있어 탐지 성능이 떨어

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움직이는 물체 추적과정에서 프레임별 

수행 시간을 나타낸다. HoG Descriptor와 SVM 학습 

분류기를 이용해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탐지가 발생

한 일부 프레임에서 다른 프레임들보다 수행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8회의 오탐지가 발견되

었으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0.000000292652초에 프

레임별 처리가 수행되었다. Fig. 10은 위치별 탐지 

오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본 실험에서 1 m 마다 

뒤로 1 m씩 이동하였으나, 9 m를 넘어선 이후로는 

Fig. 6. Error Detection Initial Location on 360 Spherical Panorama.

                     

Fig. 7. Execution Time per Frame on Moving Object 

Recognition.

Fig. 8. Error Detection Level per Frame on Moving 

Object Recognition.

Fig. 9. Execution Time per Frame on Moving Objects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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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탐지할 수 없어 실험이 중단되었다. 실험을 

통해 실내 환경에서는 최대 9 m 거리에서 보행자를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0에서 초반부에 오차값이 큰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가까운 거리일수록 보행자를 둘러싸는 사

각형의 중심 위치가 더욱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이

며, 동시에 멀리 있을수록 사각형의 중심 위치 이동

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차가 유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보

행자가 서 있을 경우는 화면에 사람의 신체가 모두 

표현되지 않아서 정확한 탐지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360도 파노라마에서 미세한 물체

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 후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DoF 기법을 이용하여 360도 파노라마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후 실험을 통해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TLD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360도 파노라마에서 움직이는 특정 물체를 집중

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

험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은 실제로 실험실 

단위에서는 안정적으로 구동하여 기존 평면 영상에

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대체

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화가 심하

거나 일기에 영향을 절대적인 건물외부에서는 아직

도 잡음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성능 개선의 필

요성이 있다.

향후, 고성능 PC에서 360 파노라마에 대한 처리에

서 속도 등의 계산-집중적 요소를 초고성능 원격지 

서버에 전달하여 시간소비 요소, 전력소비 요소 등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

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Mobile Cloud Computing) 분야와 VR/AR, 인식 분

야 등과 접목하여 활용가능성 매우 높다. 또한, 360

파노라마에 대한 다양한 가공 요구를 고성능 원격지 

서버에서 실행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의 계산 및 전력 

소비 부담을 감소하려는 연구를 진행중이며 향후 스

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에서 매우 활용가치가 높

다고 판단하고 있다.

REFERENCE

[ 1 ] G. Tong and J. Gu, "Locating Objects in

Spherical Panoramic Images," Proceeding of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Biomimetics, pp. 818-823, 2011.

[ 2 ] C. Stauffer and W.E.L. Grimson, “Adaptive

Ackground Mixture Models for Real-time

Tracking,” Proceeding of IEEE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1999, pp.

247-252, 1999.

[ 3 ] Z. Kalal, K. Mikolajczyk, and J. Matas,

“Tracking-learning-detection, Pattern Anal-

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IEEE Tran-

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4, No. 7, pp. 1409-1422,

2012.

[ 4 ] S. Alex and A. Wahi, “BSFD: Background

Subtraction Frame Difference Algorithm for

Moving Object Detection and Extraction,”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Informat-

ion Technology, Vol. 60, No.3. pp. 623-628,

2014.

[ 5 ] P. Bourke, “Capturing Omni-directional Ster-

eoscopic Spherical Projections with a Single

Camera,” Proceeding of Virtual Systems and

Multimedia, pp. 179-183, 2010.

[ 6 ] D.G. Lowe, “Object Recognition from Local

Scale-invariant Features,” Computer Vision,

Vol. 2, pp. 1150-1157, 1999.

Fig. 10. Detected Errors per Frame on Moving Object 

Recognition.



299360도 영상에서 이동 물체 감지 및 추적 시스템의 개발

[ 7 ] P. Noriega and O. Bernier, “Real Time

Illumination Invariant Background Subtraction

Using Local Kernel Histograms,” Proceeding

of British Machine Vision Conference 2006,

Vol. 6, pp. 979-988, 2006.

[ 8 ] H. Bay, T. Tuytelaars, and L. Van Gool,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s,” Proceeding of

Computer Vision-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06, pp. 404-417, 2006.

[9] Jiye Kim and Jong-il Park, “HOG-HOD

Algorithm for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Hand Gesture,”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0, No. 8, pp. 1187-1199, 2017.

[ 10 ] N. Dalal and B. Triggs,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for Human Detecti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Vol. 1, pp. 886-893, 2005.

[11] Q. Zhu, M.C. Yeh, K.T. Cheng, and S. Avidan,

“Fast Human Detection Using a Cascade of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Vol. 2, pp.

1491-1498, 2006.

[12] P. Bourke, “Capturing Omni-directional

Stereoscopic Spherical Projections with a

Single Camera,” Int’l Conference on Virtual

Systems and Multimedia(VSMM2010), pp.

11-15, 2010.

[13] G. Fangi and C. Nardinocchi, "Photogram-

metric Processing of Spherical Panoramas,"

The Photogrammetric Record, Vol. 28, Issue

143, pp. 293-311, 2013.

주 수 종

1986년 원광대학교 전자계산공학

과 공학사

1988년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공학석사

1992년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공학박사

1993년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Post-Doc

2003, 2009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방

문교수

2007년～2009년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장

2015년～2017년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1990년～현재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Distributed Middleware Computing, Multi-

media Database System, Ubiquitous Com-

puting(u-Home and Healthcare services)

고 광 만

1991년 2월 원광대학교 컴퓨터공

학과(공학사)

1993년 2월 동국대학교 컴퓨터공

학과(공학석사)

1998년 2월 동국대학교 컴퓨터공

학과(공학박사)

1998년 3월～2001년 8월 광주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전임강사

2001년 9월～현재 상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방문연구 : QUT(2003, 호주), UQAM(2008, 캐나다), UC

Irvine(2010, 미국)

관심분야 : Energy-aware Compiler Technology, Mobile

Cloud and Edge Computing, Secure-I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