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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비 에서 객체의 인식, 추 에 앞서 배경으로부터 경을 분리하는 배경차감 기법과 분리된 

경에 한 심 역(ROI)을 추출하는 것은 일반 인 방법이다. 하지만 경을 정확히 분리하지 못하

면 개별 객체의 심 역(ROI) 역시 잘못 추출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경 분리로 부터 발생되는 개별 객체에 한 분산된 심 역을 병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방법은 

배경과 분리된 경에서 한 객체의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다른 객체를 가상으로 병합하는 단계, 워터

쉐드 분할 알고리즘을 용하는 단계를 거쳐 다시 블럽 이블링을 수행한다. 제안 방법을 통하여 배

경 모델에서 분리된 개별 객체의 병합된 심 역을 제공한다. 실험에서 기존의 일반 인 블럽 이블

링 방법만을 용하여 추출한 경 역과 제안하는 방법에 의한 경 역을 비교하여 배경 모델에서 

분리된 개별 객체의 심 역이 효과 으로 추출되는 것을 보인다.

1. 서론

  컴퓨터 비 , 상 처리에서 객체 추   인식과 같은 

처리를 하기 에 배경과 움직이는 객체, 정지된 객체를 

분리하고 심 역을 추출하는 것은 요한 과정  하

나이다. 고정 카메라 환경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

은 배경 모델(BGS : Background Subtraction) [1][2][3]이

다. 배경 모델의 배경은 주변 환경 변화에 응하여 변화

되며 경은 이러한 배경에서 재 임을 픽셀 단 로 

차연산을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배경 모델은 픽

셀 단 로 차연산을 수행하여 객체를 분리함으로 재 

임의 객체의 색상과 배경의 색상이 비슷하게 되면 경

으로 분리하지 못한다. 특히, 하나의 객체에 해서 부분

으로 이러한 상이 발생하면 블럽 이블링(Blob 

Labelling)을 함에 있어 다른 역으로 이블링하여 하나

의 객체에 하여 개별 심 역(ROI:Region Of Interest)

을 추출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심 역으로 분리되어 표

된다. 여기서, 심 역이란, 경 상에서 연속 으로 

1)※본연구는지식경제 론티어기 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지식경

제부의유비쿼터스컴퓨 네트워크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의 10C2-T3-10M, 

10C2-T3-12T과제로 지원된 것임
 †

교신 자

연결된 경 역을 둘러싸는 최소 크기의 사각형 역을 

의미한다. 개별 객체에 하여 개별 심 역을 정확하게 

추출하여야만 개별 객체의 움직임  특성 분석을 정확하

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추출 결과 조

명  상잡음에 의한 향으로 서로 다른 경 역으로 

분리된 개별 객체 역에 하여 단일한 하나의 심 역

으로 정의하기 한 한 임 상 단 의 심 역의 

병합  분리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미디언 배경 모델 [1]을 기본으로 하여 아래

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에서는 심 역을 

추출하기 하기 한 련 연구들에 하여 설명하고 3

에서 배경과 유사한 객체 등과 같은 문제에 의해 잘못 추

출되는 개별 객체의 분리된 심 역을 병합하여 가상의 

심 역을 정하는 단계, 가상의 블럽 이블 되어진 심

역으로 부터 워터쉐드 분할 알고리즘을 용하여 다시 

블럽 이블링 하는 단계의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 에서는 결론을 논한다.

2. 련 연구

  객체 검출  인식, 추 을 하기 해 일반 으로 배경 

모델을 용하여 배경과 객체를 분리한다. 하지만 잘 못된 

경 분류나 분리된 경에 한 왜곡을 통해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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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검출이 어렵게 된다. Thanarat Horprasert et al. [4]

은 지역 , 역  조명 변화에 의해 왜곡되는 정  배경 

장면에서 움직는 객체를 검출하기 해 컬러 모델을 이용

한 배경 차분을 제안하 다. 한 Hanzi Wang, David 

Suter [5]은 조명 변화, 비와 같은 정지되지 않은 장면 등

의 복잡한 배경으로부터 경 객체를 검출하기 해 컬러 

정보와 모션 정보를 사용하 다. 특히, 잘못 분류된 경

의 이유 에 하나가 배경 색상과 유사한 객체의 색상으

로부터 발생 된다. Xiang Zhang과 Jie Yang [6]은 유사한 

컬러의 배경으로부터 경을 분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는 우도 수정 기술 (LMT)과 혼합 경 모델에 

의해 구하여 진다. 여기서 혼합 경 모델은 일반 인 

경 모델과 측 모델에 의해서 구성된다. Xiang Zhang과 

Jie Yang[6]은 움직이는 객체에 을 두어 정지된 객체

에 해서는 고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James W. Davis

과 Vinay Sharma [7]은 열화상 이미지로부터 사람을 검

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심 역 역 안에서 에지를 

구하고 워터쉐드 분할 알고리즘을 용하여 완 한 윤곽

을 추출함으로써 사람을 검출 하 다. 하지만 열화상 이미

지에 하여 제안되었다. 한, 하나의 객체에 한 역

이 서로 다른 심 역으로 분리되어 추출된 경우, 이를 

병합하여 단일 객체에 하여 단일 심 역을 추출하는 

처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P. Kapsalas et al. 

[8]는 객체를 검출하기 한 심 역을 이미지에서 특징

을 추출하고 비감독 군집을 이용하여 추출 하 다. 이는 

특징에 따라 심 역 추출에 향을 다.

3. 개별 객체의 심 역 정의 방법

  본 에서는 배경과 유사한 색상을 가지는 객체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분할된 심 역에 

해 심 역 병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배경 

모델에 의해서 분리된 경에 해서 가까운 거리의 다른 

객체 심 역을 연결하는 가상의 병합, 워터쉐드 분할 알

고리즘 [9]과 블럽 이블링 용, 이미지 축소 처리, 재 

블럽 이블링으로 구성되며 다음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

다. 그림 1과 같이 입력 상에 배경 모델을 용한 결과

로부터 경을 얻고, 이로부터 블럽 이블링을 한다. 하

나의 블럽 이블링된 객체에서 일정 거리 내에 다른 블

럽 이블링된 객체가 있다면 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가

상 심 역을 구한다. 이는 아래 알고리즘1과 같다. 

[ 알고리즘1 : 심 역 병합]

Input labeling information

Begin

 For I =1 to number of label

   If (( current label includes the other labels) ||

     ( current label is very near to the other labels) )

   {

   remove the near label 

   left value of current label = min(left value of current label,  
                                   left value of near label)   
   
   right value of current label = max(left value of current     

                                label, left value of near label) 

 
   top value of current label = min(left value of current label,  

                                     left value of near label)

   bottom value of current label = max(left value of current   

                                label, left value of near label)

   }

End  

(그림 1) 제안 방법의 처리 차

재 임 이미지의 가상 심 역 병합 역에 해서 

워터쉐드 분할 알고리즘을 용하고 이를 BGS 결과와 

OR 연산을 수행한다. 워터쉐드 분할 결과와 BGS 결과의 

결합 이미지에 크기 축소를 수행하여 다  객체사이의 연

결성을 감소시킨다. 이는 다음 알고리즘 2로 나타낼 수 있

다.

[ 알고리즘 2 :  개별 객체에 한 심 역 정의 ]

Input merging label information

Begin

 watershed_seg(merging labeled color image)

   → return watershed segmented image(①)

 OR(BGS, ①)

   → return watershed segment || BGS image(②)

 resize_reduction( ② )

End

이를 다시 블럽 이블링을 용하여 배경과 유사한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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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분리된 개별 객체에 해서는 병합된 심 역, 

다  객체에 해서는 분리된 심 역을 제공하여 BGS

의 잘못된 경에서도 심 역이 하나의 객체로 추출된

다.

4. 실험  결과

  본 에서는 3 에서 제안한 방법을 구 하여 기존 

이블링 심 역 추출 결과, 가상 이블링 심 역 병합 

추출 결과와 비교한다. 실험은 Intel(R) Core(TM)2 Duo 

CPU, 4G MEMORY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실행되었다.

   

     (a) 원 상                  (b) BGS 결과 

(그림 2) 입력 상과  BGS 결과 

 (a) 블럽 이블링 용 결과    (b) 제안기법 용 결과 추출

    추출 심 역                  심 역 

(그림 3) 심 역 추출 결과 비교

그림 2는 테스트 상 1의 564 임에서 (a) 원 상과 

(b) BGS 결과를 나타낸다. (b) BGS 결과에서 경은 하

나의 객체이지만 배경과 유사한 색상 객체에 의해서 객체

의 일부분이 배경으로 되어 2개의 부분으로 나 어 경

으로 나타난다. 그림 3은 그림 2의 (b) BGS 결과에 블럽 

이블링 용 결과 추출 심 역, 제안기법 용 결과 

추출 심 역을 보여 다. 그림 3의 (a)는 경에 해서 

일반 인 블럽 이블링을 용하여 심 역을 추출한 

것이다. 이는 심 역이 2개로 잘못 추출됨을 보여 다. 

반면 (b)는 제안 방법을 통해 개별 객체의 심 역이 제

로 추출 되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개별 객체의 주변

에 다른 객체가 없어 가상의 심 역 병합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 원 상                  (b) BGS 결과 

(그림 4) 입력 상과  BGS 결과 

그림 4는 테스트 상 2의 743 임에서 (a) 원 상과 

(b) BGS 결과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 5의 (a)는 그림 4의 

다  객체 BGS 결과에 가상의 심 역 병합 결과를 통

해 2개의 사각형을 보여 다. 이는 그림 3의 개별 객체와

는 다르게 객체 주변의 다른 객체의 심 역을 병합함으

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리고 (b)는 (a)의 병합된 가상

의 심 역에 한 배경 차감과 워터쉐드 결합을 보여

다. (b) 결과에 크기 축소를 용하여 개별 객체와 주변 

객체와의 연결성을 약화 시켜 다시 블럽 이블링을 수행

하여 그림 6의 (b) 심 역 추출 결과를 얻는다.

      

          (a) 심 역 병합           (b)병합 심 역에 한  

                                 워터쉐드와 배경차감결합 상 

(그림 5) 심 역 병합과 워터쉐드 처리 결과 상

                            

 (a) 블럽 이블링 용 결과    (b) 제안기법 용 결과 추출

    추출 심 역                  심 역 

(그림 6) 심 역 추출 결과 비교 

그림 6의 (a)는 그림 4의 (b) BGS 결과에 블럽 이블링 

함으로써 4개의 사각형을 나타낸다. 반면 그림 6의 (b)는 

BGS 결과에 제안 방법을 용하여 분할된 개별 객체에 

해서는 병합, 다른 객체에 해서는 분할된 심 역 추

출 나타낸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배경 모델에서 배경과 유사한 색상을 가

진 객체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심 역 추

출 문제에 한 방안으로 가상의 블럽 이블링 심 역 

병합과 워터쉐드 분할 알고리즘을 용한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우리는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블럽 이블링과 

제안 방법의 블럽 이블링을 비교하여 배경과 유사한 색

상을 가지는 객체에 의해 잘못 추출되는 심 역 문제에 

해 효율 임을 보 다. 향후 연구로 조명 조건이 불안정

한 실외 상에서의 심 역 추출에 있어 정확성을 높이 

한 기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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