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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딥러닝 기반으로 검출된 객체를 연동하여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은 고신뢰도 객체 추적 방법 중의 하나

이다[1]. 검출된 객체는 Fig. 1에서와 같이 직사각형 

상자로 표시된다. 검출된 상자는 객체의 위치, 넓이,

높이 정보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객체 추적

자(tracker)와 검출된 상자의 연동에 사용된다. 딥러

닝 기반 객체 검출 방법의 성능 향상으로 이 방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2,3].

하지만 다중 카메라 망(multi-camera network)에

서 다수의 객체를 추적하는 경우, 각 지역 카메라의 

감시 영역(a local coordinate)에서 검출된 상자를 전

역 감시 영역(the global coordinate)으로 매핑한 후 

추적자와 검출 상자를 연동한다. 어안 렌즈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역을 감시하는 경우, 영상의 외곽에서 발

생하는 작은 매핑 에러는 전역 좌표에서 객체 위치에 

큰 이동을 유발한다. Fig. 2(a)에서와 같이 두 카메라

가 공동으로 감시하는 영역을 동일 형상을 가진 두 

차량이 근접 교차 통과할 때, 매핑 에러로 인하여 

Fig. 2(b)에서와 같이 추적자 T1(t-1)에 가장 근접한 

검출 상자는 B2(t)가 되며, 추적자 T2(t-1)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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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검출 상자는 B1(t)이 된다. 이는 객체의 아이

디 스위치(ID switch)를 유발할 수 있다. 차량의 움직

임은 지속성이 있다. 때문에 검출된 상자(차량)의 움

직임이 Fig. 2(b)와 같다면, 추적자 T1(t-1)과 검출 

상자 B2(t), 그리고 추적자 T2(t-1)과 검출 상자 

B2(t)는 연동이 될 수 없다.

다수의 영상 프레임에 걸친 객체의 이동 궤적을 

분석하면 좀 더 안정적인 객체 추적이 가능하지만

[4,5], 수백 대의 카메라를 연동하는 다중 카메라 망

에서는 정보의 동기화 등의 문제가 있어 구현이 어렵

다. 때문에 안정적인 객체 추적을 위해서는 검출 객

체의 움직임 정보가 더욱 필요하다.

움직임 추정 방법은 객체 표면 화소값의 시연속성

(temporal continuity)에 기반을 둔 움직임 추정 방법

[6,7]과, 객체의 특징점을 이용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

[8,9] 등이 있다. 검출 상자로 나타내는 차량 영역의 

모든 화소는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 때문에 화소의 

시연속성 기반 블록매칭 움직임 추정[7]과 특징점 기

반 움직임 추정[8]은 검출 상자안의 객체의 움직임 

추정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시연속성에 기반을 둔 움직임 추정 방법은 

차량의 헤드라이트, 조명의 변화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특징점을 이용

하는 움직임 추정 방법은 객체 표면에서 특징점을 

안정적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

점이 있다.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으로 동영상에서 객체의 움

직임을 찾는 방법이 있다[10]. 이 방법은 2차원 공간

상의 특징을 추출하는 객체 검출에 비하여, 3차원 시

공간 상의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객체의 움직임 검출에 있어 배경(background)과 

전경(foreground)의 차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조명의 변화에 민감한 단점이 있

다. 대안으로 조명 변화에 강인한 연속된 영상의 차

분 영상을 누적한 후 누적 영상을 이진화하여 움직임

을 검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1,13,14].

객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변화는 움직임 에너지를 

나타낸다. 일정 크기 이상의 움직임 에너지는 연속된 

영상의 차분 영상을 이진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

러한 이진 차분 영상을 누적하여 객체의 동작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분의 크

기로 표시되는 움직임 에너지가 변화하는 패턴을 분

석하는 것이다[12,13].

본 논문에서는 안정적인 차량 추적을 위하여 딥러

닝 기반으로 검출된 상자(차량)내의 차량의 움직이

는 방향을 정확하게 찾고자 한다. 움직임 방향 추정

은 동작 분석에 사용되는 누적 이진 차분 영상을 기

반으로 한다. 검출 상자 영역 내의 누적 이진 차분 

영상으로 차량의 움직임 방향을 정확하게 찾기 위한 

(a) (b) (c)

Fig. 1. Three test videos with boxes detected by YOLO v3[3]: (a) the 452th image of test video 1, (b) the 537th 

image of test video 2, and (c) the 541th image of test video 3. The blue and yellow boxes represent parked 

and running vehicles, respectively.

(a) (b)

Fig. 2. Incorrect change of object location in the global 

coordinates due to mapping error: (a) trackers 

and boxes in the local coordinate and (b) in-

correct location of trackers and boxes in the 

global coordinate. In (b) the arrows indicate the 

moving directions of the detected boxes and 

tr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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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용함수를 제안한다. 제안한 비용함수를 적

용한 움직임 방향 추정은 객체 영역 내의 모든 화소

들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움직임 방향 

추정에 효과적이다. 검출 상자안의 차량 움직임 추정

에 효과적인 블록 매칭 움직임 추정 방법과 특징점 

기반 움직임 추정 방법으로 찾은 결과를 제안된 방법

의 결과와 비교한다.

제안된 방법은 우선 객체의 이동 방향을 효과적으

로 나타낼 수 있도록 차분 영상을 누적 저장한다. 이

를 위하여 우선 차분 영상에서 변화가 있는 화소의 

값은 255로, 변화가 없는 화소는 0으로 이진화한다.

다음으로 이진화된 영상을 다음과 같이 누적한다. 기

존 누적된 영상의 모든 화소 값을 일정 값(D)만큼 

감소시킨 후, 새로운 영상 프레임의 이진 차분 영상

을 누적한다. 이렇게 누적된 이진 차분 영상은 Fig.

4(c),(d)에서와 같이 객체의 움직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누적 영상이 형성되면 움직임 방향을 추정한

다. 제안된 방법은 전체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본론 2.1 절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영역을 나타내

는 이진 차분 영상의 생성에 관하여 기술한다. 2.2절

에서는 움직임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누적 이진 차

분 영상의 생성에 관하여 기술한다. 2.3 절에서 누적 

이진 차분 영상을 이용한 움직임 방향 추정에 관하여 

기술한다.

2. 본  론

2.1 이진 차분 영상의 생성

연속된 영상에서 객체가 움직이면, 객체의 움직임

이 있는 영역 내의 화소값에 변화가 발생한다. 화소

값의 변화는 노이즈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움직임으

로 인한 화소값의 변화를 분리 추출하는 임계값은 

오츠(Otsu) 방법[15]으로 구한다. 차분영상의 화소

값의 변화가 임계값보다 크면 해당 화소 값을 255로,

화소값의 변화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0으로 이진화한

다. 이진 차분 영상(binary frame difference, BFD)의 

생성은 다음과 같다.

  if   ≥
 

(1)

위 수식에서 는  번째 이진 차분 영상

의 화소 의 값을 나타낸다. 이 경우 그 값이 255

인 화소 는 이전 영상 프레임에서 움직이는 객

체의 영역과 현 영상 프레임에서 움직이는 객체의 

영역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영역

은 판단할 수 있지만, 움직임 방향과 크기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객체의 움직임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2 누적 이진 차분 영상의 생성 

 번째 이진 차분 영상의 화소값이 255인 화소 

Fig. 3. The overall block diagram.

(a) (b)

(c) (d)

Fig. 4. Binary frame difference image and accumulated 

binary frame difference image: (a) the 432th bi-

nary frame difference, (b) the 433th binary 

frame difference, (c) accumulated frame differ-

ence including the 432th binary frame differ-

ence, (d) accumulated frame difference includ-

ing the 433 th binary frame difference. In (d), 

white, light gray, and dark gray pixels represent 

the areas of change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an object  in the 433th, the 432th, and the 

431th fram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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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번째 영상과   번째 영상에서 움직이

는 객체의 영역을 나타내고,  번째 이진 차분 영상

의 화소값이 255인 화소는  번째 영상과 

번째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의 영역을 나타낸다. 따

라서  번째 이진 차분 영상의 화소 의 값이 

0 이고,  번째 이진 차분 영상의 화소 의 값이 

255인 화소 는  번째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의 

영역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번째 이진 차분 영상

에서 화소의 값이 255이고   번째 이진 차분 영상

에서 화소의 값이 0인 화소들만 선택하여 한 영상에 

누적하여 저장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

이는 객체의 영역이 어떻게 이동하는 지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누적 이진 차분 영상(accumulated bi-

nary frame difference, )를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2)

(3)

위 수식에서 는  번째 누적 이진 차분 

영상의 화소 의 값을 나타낸다. Fig. 4(a),(b)는 

이진 차분 영상을, Fig. 4(c),(d)는 누적 이진 차분 영

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4(b)에서 화소값이 흰색(밝

기=255)인 영역은 432번째 영상과 433번째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 영역을 함께 나타낸다. Fig. 4(d)에서 

화소값이 흰색(밝기=255)인 영역은 433번째 영상에

서 움직이는 객체 영역만을 나타내고 있다. Fig. 4(d)

에서 화소값이 밝은 회색(밝기=185)인 영역은 432번

째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 영역, 어두운 회색(밝기

=105)인 영역은 431번째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 영

역을 나타낸다. Fig. 4(d)에서 밝은 회색 띠의 두꺼운 

폭은 432번째 영상에서 차량의 움직임이 큼을, 흰색 

띠의 좁은 폭은 433번째 영상에서 차량의 움직임이 

작음을 보여주고 있다.

2.3 누적 이진 차분 영상을 이용한 움직임 추정

누적 이진 차분 영상에서 차량의 움직임 추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4)

where

(5)

위 식 (4)에서 검출 상자 영역 내에서 모든 화소들

의 매칭 값의 합을 최대화하는 움직임 벡터 

를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한다. 최종적인 움직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6)

Fig. 4(c)에서 현 영상(432번째 영상)에서의 객체

의 움직임만큼, 흰색 띠(432번째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의 영역(   )을 나타냄)를  

좌측 아래로 이동하면,  는 

 혹은  가 된다. Fig. 4(d)에서 현 영상

(433번째 영상)에서 움직임만큼, 흰색 띠(433번째 영상

에서 움직이는 객체의 영역(   )

을 나타냄)를 좌측 아래로 이동하면,

 는  가 된다. 하지만 

2배의 움직임만큼  좌측 아래로 이동하면 

는 가 된다.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하여  로 한 매칭 값을 식(5)와 

같이 정의하였다.

객체 추적을 위한 추적자와 검출 상자를 연동함에 

있어, 검출 상자의 움직임 크기보다 움직임 방향을 

이용하는 것이 연동 신뢰도 향상에 낫다. 또한 차량

의 진행 방향은 관성으로 인하여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최근 프레임에서 움직임과 이전 프레임

에서 움직임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결과를 움직임 

방향 추정에 사용한다. 가중치를 내재적으로 포함하

고 있는   을 사용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실험에 사용한 테스트 비디오는 지하 주차장 천정

에 설치된 어안렌즈 카메라로 주행하는 차량을 녹화

한 영상이다. 영상은 640×480 해상도를 가지는 그레

이 영상이다. 카메라에서 한 프레임 단위로 압축하여 

패킷으로 전송한 것을 서브에서 수신한 영상이 테스

트 비디오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연동된 관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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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과정에서 프레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영상 

프레임의 간격에 다소 변동이 있다. 때문에 연속된 

두 영상 프레임 간의 차량 움직임 방향은 유지되지

만, 움직임 크기에는 변동이 있다.

테스트 비디오 1은 어두운 주차장 주행로를 단독

으로 주행하는 검정색 차량을 녹화한 76개 영상 프레

임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2(a)는 테스트 비디오의 

452 번째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 표면 화소들의 

밝기 분포 변화가 작고 차량 화소와 배경 화소의 밝

기 차이가 작아, 차량의 주요 특징 포인터를 찾기가 

어렵다.

테스트 비디오 2는 주행 안내 사인이 표시된 노면

에서 주행하는 검정색 차량을 녹화한 38개 프레임으

로 구성되어 있다. Fig. 2(b)는 테스트 비디오 3에서 

차량이 주행 안내 신호 위를 통과하는 순간을 보여주

고 있다.

테스트 비디오 3은 상대적으로 밝은 주차장 주행

로를 교차 주행하는 회색 차량과 흰색 차량을 녹화한  

65개 영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c)는 테

스트 비디오 2에서 두 차량이 교차 주행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실측 차량의 움직임은 YOLO v3 방법으로 차량을 

검출한 후, 검출 상자의 위치 및 크기를 포토삽에서 

확인하면서 수정한 한 후, 수정된 검출 상자의 값을 

이용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실측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절대차의 합(sum of

absolute difference, SAD)을 비용 함수로 사용하는 

블록매칭[7] 방법 그리고 주요 특징점 기반 움직임 

추정 방법[8]으로 구한 움직임 방향 값을 비교하였

다. Fig. 5는 3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움직임 방향 오

차 값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는 각도이다.

검출된 상자 영역안의 객체의 움직임을 추정함에 

있어, 움직임 추정 방법에 따라 상자의 영역을 다소 

조절하였다. 검출된 상자의 크기와 위치에 다소 오류

가 있어, 상자의 크기를 확장하여 차량이 검출 상자 

안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한 방법의 

경우 검출 상자의 영역을 다소 증가(20 화소만큼 증

가) 시킨 후 영역 내의 차량의 움직임 방향을 추정할 

때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블록 매

칭 움직임 추정 방법과 특징점 기반 움직임 추정 방

법의 경우 검출 상자 영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제안한 방법은 배경에 영

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두 방법은 배경에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특징점 기반 움직임 추정 방법은 차량의 움직임이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다. 그리고 차량의 

특징점을 안정적으로 찾지 못하면 움직임 방향 오차

가 매우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직사각형으로 

표현되는 검출 상자가 차량 주변 노면의 교통 안내 

신호를 포함하는 경우, 노면의 신호가 특징점에 잘못 

포함되면 추정한 움직임 방향 각도의 오차가 급격게 

증가한다. Fig. 5(d)의 559 번째 붉은 그래프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테스트 영상에서 특징점 기반 

움직임 추정 방법은 검출 상자 내 객체의 움직임 방

향 추정에 부적합하다. 때문에 실험에서는 특징점 기

반 움직임 추정을 하는 경우 검출된 상자의 영역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블록 매칭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그 

성능이 비슷하나, 차량 표면 화소들의 밝기 분포의 

변화가 작고 차량 화소와 배경 화소의 밝기 차이가 

작은 경우 제안한 방법이 다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Fig. 5(c)의 460번째 프레임 부근에서 

발생한다.

Fig. 5의 그래프는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움직임 

방향 오차가 최대 45도 이하이고, 대부분 프레임에서 

20도 이내이다. 마주 보고 교차 주행하는 두 차량은 

진행 방향의 각도 차이가 180도 내외이고, 교차로에

서 교차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도 그 각도의 차이가 

90도 내외이다. 때문에 제안한 방법으로 추정한 검출 

상자의 움직임 방향을 적용한다면, 추적자와 검출 상

자의 잘못된 연동으로 인한 아이디 스위치를 줄일 

수 있다.

Table 1은 움직임 방향 오차의 절대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모든 

테스트 영상에서 95% 신뢰도로 제안한 방법으로 구

한 움직임 방향의 오차는 20도 안으로 들어온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행 중에도 그 형상의 변화가 

적다. 때문에 누적 이진 차분영상으로 차량의 움직이

는 방향과 크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반면 걷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상의 변화가 상대적

으로 크다. 이러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방

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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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딥러닝 기반으로 검출된 객체를 연동하여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은 고 신뢰도의 객체 추적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의 객체 추적에서 추적자와 검출된 객체

의 연동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출된 객체의 

움직임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객체의 움직이는 방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누적 

이진 차분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출된 상

자(객체)의 움직임 방향을 추정하였다. 동영상에서 

기존 방법들과의 비교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으

로 구한 움직임 방향은 그 오차가 작고 신뢰도가 높

음을 입증하였다.

(a) (b)

(c) (d)

Fig. 5. The errors of the moving direction angle estimated by 3 difference methods: (a) the gray vehicle in the 

test video 3, (b) the white vehicle in the test video 3, (c) the black vehicle in test video 1, (d) the black 

vehicle in test video 2.  The blue, green, and red graphs indicate the results of a SAD based block matching 

method[7], the proposed method, and a key point based motion estimation method[8], respectively.

Table 1.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absolute values of the errors of the moving direction angle 

estimated by 3 difference methods: (a) the white vehicle in the test video 3, (b) the gray vehicle in the 

test video 3, (c) the black vehicle in the test video 2, (d) the black vehicle in the test vide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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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the proposed method 6.1 5.6 9.7 9.4 9.7 9.0 6.2 5.1

block matching[7] 6.0 5.6 10.4 12 12 12 6.3 5.4

key point based method[8] 8.3 8.4 19 17 24 23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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