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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mera is mounted vertically downwards viewing the people heads from the top. This configuration is successful 
in people counting technique especially when only a few isolated people pass through a counting region in a 
non-crowded situation. Thus, this paper describes object counting which detects and count moving people using 
mixture of gaussian and motion vector. This method is intended to estimates the number of people in outdoor 
environment. This method use single gaussian background modeling which is more robust an noise and has 
adaptiveness.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is based on mixture of gaussian and motion vector is also helpful to 
design intelligent surveillance.

1. 서   론

지능형 감시 시스템에서 감시 카메라의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 자체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위치 및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오랫동안 컴퓨터 비전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상 내 객체를 계수하고자

하는 시도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객체를 계수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출입 인원을 검출하거나, 현재 감시

영역내의 혼잡도를 파악하여 건물의 활용 조건이나 환경개선 혹은 효율적인 상품을 전시를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객체를 계수하는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객체간의 이동중 중첩되어 감시영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정확성이 현격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실내 환경에서는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객체의 특징

이 실외환경에 비해 명확하고 조명이나 환경의 변화가 적고 움직임과 행동패턴이 제한적이므로 객체 계수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실외환경에서는 높은 위치의 카메라가 넓은 지역을 감시함에 따라 객체의

특징을 파악하거나 붐비는 환경에서 객체를 계수해야 하므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실내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실내 환경 내에서 출입구의 눈높이에 설치된 카메라로 사람의 얼

굴을 인식하거나[1], 템플릿 매칭을 이용하여 객체를 계수하는 시도 또한 있었다[2]. 또한, 모폴로지 기법을 이

용해서 검출된 전경영역을 연속적으로 변환한 뒤 전경픽셀을 기반으로 객체를 계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에 따른 전경영역 검출과 옵티컬 플로우를 통한 전경영역 검출 방식을

이용하여 픽셀 기반의 객체 계수방식을 제안하고 더욱 효율적인 객체 계수 방식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 논

문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객체를 계수하고자 하는 영상을 가우시안 혼합 모델과 모

션 벡터 검출 방식을 이용하여 전경 픽셀을 검출한 뒤, 전경 픽셀을 기반으로 영상 내 객체당 전경픽셀의 개

수를 추정하 객체의 수를 추정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객체 검출을 이용하는 다양한 보안 감시 시스템 구

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시 업무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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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객체 계수 시스템 구성도

2. 지능형 종합 감시시스템

도시철도 지능형 감시시스템은 지능형 감시 카메라와 센서 네트워크, 지능형 감시 소프트웨어,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지능형 감시시스템은 지능형 감시 카메라로부터 디지털 영상과 영상 분석 결과,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여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하도록 구성되며

디지털 영상과 영상 분석에 따른 이벤트 영상은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기존 감시 시스

템의 한계인 수동적인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능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카메라 자체에서 사건을 판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센서 설치가 수반된다. 영상저장

과 더불어 통계적 데이터를 저장하여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운영자에게 피드백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또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4].

그림 2. 도시철도 지능형 종합 감시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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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2와 같이 구성된 도시철도 지능형 감시시스템은 영상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영상 정보를 운영자

가 직접 확인하고 분석해야하는 폐쇄회로 카메라와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각종 이벤트를 도출해내고 그

이벤트를 영상과 함께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로 전달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사용한다. 지능형 감

시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와 영상을 통해 감지된 이벤트 그리고 센서데이터를 수신하여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며 상황인식 기술을 통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이벤트에 걸맞는 상황을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3. 객체 탐지 방법

3.1 가우시안 혼합모델을 이용한 전경 및 배경 분리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 Gaussian Mixture Model)을 사용한다. 가우혼

합모델은 조명변화와 잡음에 강하고 전경 추출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5]. 가우시안 혼합모델의 알고리즘

은 주어진 표본 데이터 집합의 분포 밀도를 단 하나의 확률밀도함수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개선한 밀도 추정

방법으로 복수 개의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로 픽셀을 표현하고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간혹 세미-파라메트릭(semi-parametric)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개별 밀도 함수를 전체 확률밀도함수의

성분인 커널(kernel)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개의 혼합 분포를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 (1)

식 (1)에서 는 특징벡터이고 는    

이며, 는 계수벡터(parameter vector)로서   


이

다. 는 mixture 계수로서 데이터가 i번째 혼합 요소에 의해 발생활 사전 확률(prior probability)을 나타낸

다. g는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 함수이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에 대한 최대 우도 계수(Maximum likelihood

parameter)를 결정하기 위하여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EM알고리즘은 주어진

계수들을 사용하여 평균 우도 함수를 구하는 단계와 데이터들에 대한 최대 우도 계수의 예측 값을 계산하는

단계 총 두 단계로 구성된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에서의 EM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의 파라미터 추정에서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 최적화 추정이다. 반복 횟수가 증가하면서 가우시안 혼합 모

델의 중심과 분산에 대한 파라미터는 로그 함수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최적화 된다.

3.2 모션 벡터 검출을 통한 전경 분리

객체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해당하는 벡터를 검출해야 한다. 객체의 움직임

을 검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옵티컬 플로우가 사용된다. 옵티컬 플로우(Optical Flow)는 두 영상으로

부터 2개의 점의 변위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짧은 시간의 변화 동안 물체의 픽셀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물체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이러한 방법은 물체의 이동 또는 운동에 관한 사항을 측정하거나 인식

하는데 있어 기초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옵티컬 플로우를 취득하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미분 기법(Differential Method) 가장 많이 사용

된다. 미분 기법은 시공간상의 화소의 픽셀값의 변화율에 대해 가정사항을 기반으로 미분연산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검출한다. 이 방법은 시공간 상의 국소 움직임에 대한 움직임을 추정하는데 유용하지

만 밝기가 불연속적인 부분(예 : 외곽선, 잡음 등)이나 움직임이 큰 부분 즉, 픽셀값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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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를 계수하기 위한 전경 픽셀을 검출하는 방

법으로 Horn-Schunck 방법[6]과 Lucas-Kanade 방법[7] 두 가지를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

경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판별하고 픽셀 기반의 객체 추정 계수를 진행한다.

4. 실험결과

앞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통한 전경영역 검출 방법과 모션 벡터 검출을 이용한 전경 검출 방법을 살펴보

았다. 두 가지 전경 검출을 위한 실험을 위해서 PETS 2009 데이터셋을 선정하여 실험하였다[8]. 먼저, 모션

벡터 검출을 통해서 전경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Horn-Schunck 방식(이하 HS)과 Lucas-Kanade 방식(이하

LK)을 각각 적용해 보았다. 해당 실험 결과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a) 원영상

(b) LK 방식 적용 영상 (c) HS 방식 적용 영상

그림 3. 모션 벡터의 검출을 통한 전경 영역 분리

위의 그림 3(b)와 그림 3(c)를 비교해보면 LK방식의 경우 전경영역을 검출하는데 있어 영상 내 잡음을 전

경으로 검출하는 픽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에 반해 HS 방식을 통한 전경영역

검출의 경우 LK 방식을 통한 전경영역 방식보다 잡음이 거의 사라진 결과 영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픽

셀 기반의 객체 계수를 위한 전경 영역을 구하고자 할 때는 LK 방식보다 HS 방식이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통한 전경과 배경영역의 분리 결과는 아래의 그림 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를 살펴보면 모션 벡터 검출을 통한 전경영역 분리와는 다르게 잡음이 매우 깔끔하게 제거가 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픽셀 기반의 객체 계수 방식의 적용에 있어 잡음에 의한 오류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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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영상 (b) GMM 적용 영상

그림 4.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통한 전경 영역 분리

5. 결   론

도시철도는 수송기능의 우수한 성능이 검증된 대표적인 대도시 교통체계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열차

운행 및 역사 내 승객 승하차, 주요 시설 및 취약 지역 등의 범죄 예방 및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각종 센서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하는 수동적인

감시체계로써 사건의 예방 및 실시간 대처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관리자가 수동으로 객체를 계수하고자 할 경우 잘못 계수할 위험이 있으며, 통계치로 활용하는데

있어 감시시스템 자체적으로 객체의 계수가 이뤄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객체 계

수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

을 통한 전경의 검출과 모션 벡터 검출을 통한 전경 영역 검출에 대해 픽셀 기반 객체 계수 추정 방법을 비

교 분석해 보았다. 픽셀 기반의 객체 계수를 위해서는 모션벡터 검출을 통한 전경 영역 검출 방식의 경우 LK

방식보다 HS방식이 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가우시안 혼합 모델이 모션 벡터 검출 방식보다 더 효율

적인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감시 시스템에 적용되는 픽셀 기반의 객체 계수 방식에서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

의 적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서 객체 검출을 이용하는 다양한 보안 감시 시스템 구

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시 업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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