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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paper implements a method that tracking the moving 

objects that detected by the motion detection function of the 
digital CCTV system. We simply implement the motion 
detection function of the digital CCTV system that use frame 
difference and thresholding. When motion is detected, the 
motion detection function generates two outputs. One output 
is the event that the motion is arised in input image frame. The 
other output is coordinate that motion is exists. Then, do the 
block matching algorithm[2] using coordinate, that motion is 
exists, as initial coordinate of the block matching algorithm. 
The best matched coordinate is new initial coordinate of the 
block matching algorithm for the next image frame. We 
simply use the block matching algorithm that implements 
tracking the moving objects. It is simple, but useful the actual 
digital CCTV system. 

 
I. 서론 

CCTV 와 같은 영상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제조사

들은 좀 더 지능적인 영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중 가장 대중적

으로 쓰이는 방법은 CCTV 의 영상 감시 영역에서 발생

하는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가 영상 감시 영역에 움직

임이 포착되면 그 순간부터 영상을 녹화하는 것이다. 

구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CCTV 에서 

는 움직임 감지기능을 사용하며, 이 연산을 입력영상 

프레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영상 중 

사용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정말 필

요한 부분에만 움직임 감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1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RTI04-03-03)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움직임 감지 연산의 수행결

과로 움직임의 유무와 움직임이 발생한 영역의 좌표를 

얻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움직임 유무를 판별하는 기능만 있으면 

이벤트 기반 영상 녹화기능을 구현하기에 충분하지만, 

좀더 지능적인 CCTV 를 만들기 위하여 움직임이 발생

한 영역의 좌표를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물체의 움직임

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1]. 

본 논문은 움직임 감지 연산의 부수적인 결과인 움

직임 감지 좌표데이터를 초기값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그림 1 시스템의 흐름도 

CCTV 시스템을 위한 움직임 추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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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구현된 움직임 추적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은 흐름

으로 처리를 수행한다. 

프레임 버퍼에 3 장의 연속된 입력영상 프레임을 

보관한 뒤, Preprocessing 과정에서 보관된 연속된 3 장의 

영상 프레임의 차 영상을 구하여 간단히 움직임 감지 

기능을 구현한다. 움직임 감지 기능은 전체 입력영상 

프레임 중 아주 작은 부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시 

할 수 있을 만큼의 계산량을 가진다. 

움직임 감지 기능에서 움직임을 감지한 다음 움직

임이 감지된 좌표를 기준으로 일정 영역의 영상 데이터

샘플을 얻고, 이 샘플과 연속해서 입력되는 입력영상 

프레임과 Block Matching Algorithm[2][3]을 수행한 뒤 가

장 샘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연속해서 입력된 영상 

프레임의 좌표를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좌표는 다시 

Block Matching Algorithm 을 수행하기 위한 영상 샘플을 

얻는 기준 좌표로 사용함과 동시에 다음으로 입력되는 

입력영상 프레임에서 Block Matching Algorithm 의 시작 

좌표로 쓰인다. 이렇게 계속해서 좌표를 옮겨감으로써 

움직이는 물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기능이 동작한다. 

 

Ⅲ. 구현 

움직임 추적 기능은 그림 2 에 보이는 것과 같이 

동작한다. 

 

  

그림 2 움직임 추적의 동작 예 

그림 2 에 보이는 영상은 움직임 추적 장면을 계속

해서 녹화한 연속된 영상 프레임 중 몇 장을 나열한 것

이다. 그림 2 의 맨 위 영상의 움직임 감지 영역에 움

직이는 물체가 감지되면 움직임 추적이 시작된다. 움직

임 추적 기능이 시작되면 화면에 붉은 사각형을 그려 

주어 움직임 추적 기능이 연속해서 입력되는 영상 프레

임에 대해 동작하는 상황과 각 영상 프레임에서 움직임 

추적을 위해 샘플로 사용하는 영상의 영역을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일반적인 CCTV 시스템의 움직임 감지

기능을 확장하여 움직임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CCTV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소

한의 조작을 가해 구현되었다.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움직임을 추적하는 물체의 기하학적인 변형과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움직임 추적의 성공률에 큰 차

이를 보임이 밝혀졌으나 화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

고 복잡하지 않은 장소를 촬영하는 조건에서는 문제 

없이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 좀 더 정밀한 움직임 추적기능을 구현 하기 

위해서 Block Matching Algorithm 의 평가 함수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안과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지속

적으로 학습을 하여 움직임 추적이 시작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정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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