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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무인 차량 관제 시스템의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적응적 배경영상 

모델링 방법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배경 영상을 모델

링할 때, 이동 물체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전역적으로 배경 영상을 업데이트하거나 국소적으로 배경 영상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이동 물체가 배경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배경 영상을 정확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이 이동하고 있는 물체 

또는 정지상태의 물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ABSTRACT 

As the world is trying to establish smart city, unmanned vehicle control systems are being widely used. This paper 
writes about an unmanned parking control system that uses an adaptive background image modeling method, suggesting 
the method of updating the background image, modeled with an adaptive Gaussian mixture model, in both global and 
local way according to the moving object.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suggesting two methods; a method of 
minimizing the influence of a moving object on a background image and a method of accurately updating the background 
image by quickly removing afterimages of moving objects within the area of interest to be monitored. In this pape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unmanned vehicle control system, we proved that the proposed system can quickly and 
accurately distinguish both moving and static objects such as vehicles from the backgrou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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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정된 지역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동 물체를 감시

하기 방법에 있어서, 지정된 지역의 배경영상에서 현재 

영상을 차분하여 이동 물체의 출현에 따른 전경영역을 

추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경영역을 누락 없이 추

출하려면, 정확한 배경영상의 획득이 필연적으로 요구

된다. 아울러, 배경 영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프

레임별로 변화되는 배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배경영상

을 정확하게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경

영상의 획득방법으로서 그림자나 하이라이트와 같이 

밝기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AGMM:Adaptive Gaussian Mixture model) 
방법이 있다[1].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연속적으로 입력받는 

영상 프레임에 의해서 각 화소별로 나타나는 화소값을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하고, 모델링된 가우시안 분포

의 평균 및 공분산에 따라 물체의 출현 여부를 판단하며, 
여기서, 현재 프레임의 화소값이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값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공분산값을 기준으로 확인

하여 물체에 의한 화소인지 아니면 배경의 변화에 따른 

화소인지를 감지한다. 그리고,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

델은 매 프레임이 입력될 때마다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및 공분산을 업데이트한다. 이에 따라,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방법은 배경의 밝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며 

물체의 출현을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이동 물체

가 지정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 이동 물체에 의한 화소

값의 영향이 적고 이동 물체가 사라진 후에 그 영향도 

없어지므로 이동 물체의 통과에 대해 유효하게 적응하

지만, 이동 물체가 지정된 지역에 오랫동안 멈출 경우에

는 이동 물체에 의한 화소값이 가우시안 분포에 크게 작

용하여 배경 영상으로서 정확하게 모델링되지 아니하

는 문제점을 갖는다[2, 3].
더욱이, 멈춘 물체가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멈춤 위치

에 대응되는 화소의 가우시안 분포에 물체의 화소값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상태여서 물체가 이동 후에 장

시간 업데이트해야만 원래의 배경으로 모델링할 수 있

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배경 영상을 모델링하려면 감시 지역에서 물체가 오랫

동안 멈추었다가 이동하더라도 신속하게 실제 배경으

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

속은 도로 상의 불법주정차 단속영역을 촬영하여 규정 

시간 이상으로 멈춘 차량을 감지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서, 단속영역으로 돌입하는 차량이 많더라도 차량에 의

한 배경 영상의 오류를 최소화해야한다. 특히, 단속영역

에서 주정차한 차량을 감지하는 것이므로, 주정차한 차

량에 의한 잔상의 영향을 배경 영상에서 신속하게 제거

해야한다. 아울러, 배경 영상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활용하여 주정차한 차량을 검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상에 서로 떨어진 

복수의 단속영역들이 지정되더라도, 하나의 카메라로 

감시 가능하게 하여 비용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단속영

역만을 신호처리하여 신속하게 전경영상을 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 Bouwmans 등은 배조명등 가변성에 강인한 배경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였으며[4], Y. Wang등과 E. López- 
Rubio등은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이미지특성을 효과

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적인 배경에서 입력 

분포가 고정되지 않는 환경에서 비지도학습모델을 적

용하여 견고한 배경모델링을 구현하였다[5-6]. 
또한 K. Yun등은 배경의 움직임과 전경의 움직임, 조

명 변화 등을 변수로 하는 적응적배경모델을 구축하였

다[7-10].
본 논문의 목적은, 감시할 관심영역 내에서 이동 물체

의 이동 상황에 맞게 배경 영상을 모델링하여서 멈추었

다가 이동하는 물체의 잔상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배경 영상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적응적 배경영

상 모델링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다른 목

적으로 차량의 이동 상황에 대해 대처한 배경 영상에 근

거하여 주정차 차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감지하고, 배
경 영상의 모델링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활용하며, 아울

러, 하나의 카메라로 복수의 단속영역을 감시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방법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

템의 알고리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인 선

택적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전체 시스템 구성과 

동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시스

템의 요소기술인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과 적응적 

배경영상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 

실험결과에 대해서 서술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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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인 단속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

물체가 나타나는 전경영역의 위치 및 시간 이력을 이

력관리모듈에 저장·관리함과 동시에 카메라로 촬영되

는 영상에 대하여 배경영역과 전경영역을 업데이트하

는 하는 방법과 전역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모델링하

는 적응적 배경영상 모델링 방법에 있어서, 카메라로 촬

영하여 얻는 영상의 초기 연속 프레임에서 각 화소별 가

우시안 분포에 따른 평균 및 공분산을 산출하여 배경영

상에 대한 화소별 가우시안 모델을 초기화하는 가우시

안 모델 초기화단계; 화소별 가우시안 모델에 근거하여 

초기화단계 이후의 영상 프레임에서 물체에 의한 전경

영역을 추출하는 전경영역 추출단계, 추출한 전경영역

의 위치 및 시간 이력을 이력관리모듈로 관리하고, 이력

에 근거하여 전경 영역의 이동 또는 정지를 감지하는 상

황 인지단계, 전경 영역이 추출되지 않을 경우 및 추출

된 전경 영역이 이동 중인 경우에 배경의 전역에 대한 

화소별 가우시안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추출된 전경영

역이 미리 설정된 시간 이상으로 정지하였다가 이동하

면, 정지하였던 영역에 대한 가우시안 모델을 현재 화소

값으로 초기화하는 배경 업데이트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배경 업데이트단계는, 추
출되는 전경영역이 미리 설정된 시간 이상으로 정지한 

경우에 정지한 전경영역의 화소들에 대한 가우시안 모

델을 현재 추출된 전경영역의 화소값으로 초기화함을 

특징으로 한다. 

2.1.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

본 논문의 실시 예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적응적 가우

시안 혼합 모델(Adaptive Gaussian Mixture Model)에 

대해 설명한다.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연속적으

로 촬영되는 영상의 프레임에서 각각 의 화소에 대해 화

소값의 분포를 가우시안(Gaussian) 확률 분포로 모델링

하며, 이 때, 화소별 가우시안 모델의 파라미터인 평균 

및 공분산을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한다. 여기서, 화
소별로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통
상 3~5로 지정되는 n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는데, 
이는 최근 관찰한 분포를 나타내는 각각의 화소값을 근

사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어떤 시간에서 화소 {x,y}의 화소값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  ≤ ≤ } (1)

로 가정한다. 여기서,  는 입력되는 영상이고, , 

는  가우시안 모델이며, 시간  에서 의 값

을 갖는 입력영상의 화소에 대한 확률은

 
  



∙  (2)

로 추정된다. 여기서,  는 각 화소별 가우시안 모델의 

개수이고, 시간  에서 번째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평

균과 공분산(covariance) 행렬을 와 로 표시하

였으며, 는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Gaussia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로써,

  





∙ 

∙
  (3)

으로 구한다. 여기서, 는 시간 에서 번째 가우시

안 모델의 가중치(weight)로서, 

  ∙∙ (4)

로 구한다. 여기서,   는 학습율로서 이 값이 크면 기존

에 구축된 모델이 새로 입력되는 영상에 의해서 빠르게 

변경되고 이 값이 작으면 천천히 변경되므로, 사용자가 

적절한 값으로 지정한다. 또한, 는 화소값이 가우시

안 모델에 정합되면 1, 그렇지 아니한 다른 가우시안 모

델들은 0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평균 와 공분산 
은 

  ∙∙

  ∙

 ∙


 ∙
(5)

로 구한다. 한편, 상기 계산식은, RGB화소값 들이 서로 

독립적인 분산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공분산 행렬  는 단위행렬  를 이용하여 

  
∙ 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개의 

가우시안 분포들은  의 값들을 통하여 정렬되며, 첫 

번째 분포 가 배경 모델로 사용된다. 이때의 는 

 argmi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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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된다. 여기서, 임계값 (threshold)는 배경 모델

로부터 구해진 모든 가중치중의 최솟값이다. 위에서 설

명한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통계적 방법에 의하

여 현재 화소와 대응되는 배경 화소가 얼마나 유사한가

에 따라 현재 화소를 배경으로 할 것 인지 아니면 이동 

물체의 출현으로 인한 전경영역의 화소로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배경 영상으로 활용하면 노이즈의 영향을 덜 받

으면서 밝기변화에 잘 적응하여 물체를 감지할 수 있으

며, 감시 대상 영역을 이동 물체가 지나갈 경우에도 이

동 물체에 의한 영향이 일시적으로 배경영상에 잔존하

지만 그 영향이 적고, 더욱이, 이동 물체가 지나간 후에

는 실제 배경 영상에 의해서 잔존하던 영향도 서서히 사

라지게 된다. 또한, n 개의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가중치

도 학습시키면서, 각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및 공분산을 

학습하므로, 단일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할 때보다 감

시대상 영역의 실제 배경영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

다. 하지만,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이동하던 물

체가 감시대상 영역에 일정한 시간 이상으로 멈춰서면 

그 영향이 커지고, 더욱이, 멈추었던 물체가 다시 이동

하여 감시대상 영역에서 벗어나더라도 물체가 멈춰선 

위치의 화소에 잔존한 영향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므로 

물체가 사라진 실제 배경 영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 소

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

은 이후에 출현하는 물체를 감지하기 어렵게 한다.

2.2. 적응적 배경영상 모델링

적응적 배경영상 모델링 방법은, 관심영역 내에서 물

체가 출현하여 통과하거나 아니면 정지하였다가 사라

지더라도 모델링한 배경 영상을 실제 배경에 신속하게 

적응한다. 상황인지 모델링부는, 카메라에서 촬영된 연

속 된 영상 프레임을 입력받아 가우시안 모델로 배경 영

상을 획득하며, 이를 위해서, 지정된 개수의 초기 프레

임으로 각 화소별 가우시안 분포에 따른 평균 및 공분산

을 산출하여 가우시안 모델을 초기화하는 초기화함수, 
가우시안 모델을 초기화한 이후에 입력받는 영상 프레

임에서 가우시안 모델을 배경 영상으로 하여 물체에 의

해 발생되는 전경영역을 추출하는 전경영역 추출함수, 
전경영역이 추출되면 전경영역이 이동하는지 아니면 

정지하는지의 상황을 인지하는 상황인지함수, 가우시

안 모델의 초기화 과정 및 인지된 상황에 따른 가우시안 

모델의 업데이트 과정을 수행하며 가우시안 모델을 배

경 영상으로 하여 상기 전경영역 추출함수에서 전경영

역을 추출하게 하는 배경 업데이트함수 및 추출된 전경

영역의 추출위치, 전경영역의 시간적 이동 및 정지에 대

한 이력을 관리하여 앞서 기술한 상황인지모듈에서 상

황 인지 시 활용되게 하는 이력관리함수를 포함하여 구

성된다. 
다음은 적응적 배경영상 모델링 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 먼저,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연속 프레임으로 

입력받는 상태에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초기화할 것

인지 판단한다. 통상 적응적 가우시안 모델로 배경 영상

을 모델링 할 경우에 실제 배경 영상에 맞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초기 입력받는 영상 중에 15~30 프레임을 사용

하여 각 픽셀별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학습시킨다. 즉, 
상황인지 모델링부를 영상처리장치에 장착할 경우에, 
초기에 가우시안 모델로 모델링 할 배경 영상을 학습하

고 초기 학습 이후에는 학습된 가우시안 모델을 입력받

는 영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여기서 초기화하

기로 결정되면, 초기화함수는 초기 입력받는 영상의 프

레임 중에서 미리 지정된 개수의 프레임을 입력받을 때

까지 배경 업데이트모델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학습

시키게 한다. 이와 같이 초기화되면 가우시안 혼합 모델

의 각 화소별 가중치, 평균 및 공분산이 실제 배경영상

에 맞게 산출되어 화소별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초기화

한다. 초기 영상 프레임으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학습

한 이후에, 전경영역 추출 함수는 입력받는 영상 프레임

에서 물체에 의한 전경영역을 배경영상으로 학습된 가

우시안 혼합 모델에 근거하여 추출한다.

Ⅲ. 시스템 구현

제안하는 실시간 전경영역 취득 기능을 구현하기 위

해서 Open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전경영역 검출 방법은 상황에 따라 배경을 

업데이트하고 적응형 가우시안 혼합모델(AGMM)으로 

프레임내의 객체를 검출한다. 관심영역내의 BG/FG 업
데이트 속도가 상이하도록 적용하였다. BG/FG영역은 

저속/고속 업데이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AGMM 배
경업데이트 가중치(weight)를 BG/FG factor로 0~1로 설

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0.6으로 설정하여 배경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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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빠르게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거된 관심객

체가 이동시 잔상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연산량을 최소

화하기 위해 배경 업데이트를 고속으로 수행한다. 그리

고 정확한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 검지객체에 포함된 그

림자 영역제거기능이 추가되었다. 관심영역 내에서 검

지된 객체의 출현부터 퇴장까지 해당 검지객체의 좌표

정보를 통한 추적이 가능하다. 관심영역 내 검지객체의 

MER을 표현하고 추적하였다. 관심영역 내에서 검지객

체를 구성하는 픽셀 수는 50 pixel 이상이다. 전체 알고

리즘의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입력 영상내의 관심영

역 영역만을 추출하고 해당 영역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

다. 하나의 영상 내에서 각 관심영역을 입력영상으로부

터 추출하여 개별적 처리되는 다수의 관심영역을 포함

하여 처리한다. 하나의 관심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모서

리(꼭짓점) 개수를 6개로 설정하였다. 입력영상(frame)
에 검지 결과 출력을 위한 알고리즘의 처리시간으로 초

당 처리 가능한 frame 수는 초당 5프레임 처리한다. 
그림 1(a)과 같이 입력 영상에서 붉은 6개의 점이 나

타나면 점을 이동 시켜 관심영역을 설정한다. 그림 위에 

그림 1(b)와 같이 설정된 관심영역에 대해서 영역이 형

성되고 해당 영상의 배경 영상이 나타난다. 그림 1(c)는 

현재 인식하고 있는 전경영역을 나타내며 이를 현재 상

태를 배경으로 간주하여 하얀 부분이 없어 전경이 나타

나지 않는다. 그림 1(d)는 전체 화면에서 설정된 관심영

역의 배경영상을 나타낸다. 해당 영상으로 초기화 된다.

Ⅳ. 실험결과

Range Item Time

Background 
removal

GMM Background 
removal morphology 

calculation
≒ 30ms/Frame

pre-
processing Blob ≒ 0.1ms/Object

situation 
decision

Determine the current 
situation

≒ 0.1~0.2ms/ 
Track×Object

object 
decision object decision algorithm by Feature 

calculation time

Position 
prediction

Predicting the next frame 
position ≒ 0.1ms/Track

post-
processing

storing informaion & image ≒ 3~4ms/Frame

displaying ≒ 0.1ms/Track

Total time required ≤ 0.5sec

Table. 1 Results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표1과 같은 결과를 달성하

였다. 프레임당 30ms의 처리 속도, 그리고 전처리 객체 

당 0.1ms 현재 상황 결정은 트래킹 당 0.1, 그리고 Object
를 곱한 시간이 된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 위치 예측은 

트랙당 0.1ms 이다. 후처리는 프레임 당 3~4ms가 되었

고 화면 표시는 0.1ms가 되었다. 전체 요구 시간은 0.5초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배경영상을 

모델링함에 있어 이동물체의 상황변화에 따라 선택된 

영역만 업데이트하며, 이에 따라 이동물체가 배경영상

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배경 영상을 정확하게 업데

이트하며, 배경영상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얻는 상황 변

화에 따라 이동 물체를 감지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

는 적응적배경영상모델링 방법과 이를 이용한 불법주

정차 무인단속방법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카메라로 촬영하여 얻는 영상의 초기 연

속 프레임에서 각 화소별 가우시안 분포에 따른 평균 및 

공분산을 산출하여 배경영상에 대한 화소별 가우시안 

모델을 초기화하는 가우시안 모델 초기 화단계, 화소별 

Fig. 1 Region of interest setting and background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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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시안 모델에 근거하여 초기화단계 이후의 영상 프

레임에서 물체에 의한 전경영역을 추출하는 전경영역 

추출단계, 추출한 전경 영역의 위치 및 시간 이력을 이

력관리함수로 관리하고, 이력에 근거하여 전경 영역의 

이동 또는 정지를 감지하는 상황 인지단계, 전경 영역이 

추출되지 않을 경우 및 추출된 전경 영역이 이동 중인 

경우에 배경의 전역에 대한 화소별 가우시안 모델을 업

데이트하고, 추출된 전경영역이 미리 설정된 시간 이상

으로 정지했다 이동하면, 정지했던 영역에 대한 가우시

안 모델을 현재 화소값으로 초기화하는 배경 업데이트

단계로 이루어지는 적응적 배경영상 모델링 방법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

템이 이동하고 있는 물체 또는 정지상태의 물체를 0.5초
의 처리속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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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018.2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겸임교수
2018.3~현재 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공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컴퓨터비전, 인공지능

박상현(Sang-Hyon Pak)

2003.2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2011.8 군산대학교 정보통신전파공학 석사
2009.1~현재 딕스비전(주) 연구 소장
2013.1~현재 딕스비전(주) 대표 이사
※ 관심분야 : 영상처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