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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감시 시스템을 위한 객체 검출 방법

Object Detection Method for The Wild Pig Surveill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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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시간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서 움직임 검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방법
인 차영상에 의한 방법과 배경 영상에 의한 객체 추적 방법은 외부에서 촬영되는 동영상에서의 움직이고 있는 객체
를 검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제안 방법은 배경 영상을 바로 이전 프레임과의 차를 구하여 급격하게 움직
임이 검출되지 않으면 기존 배경 영상을 유지하고 해당 영역에서 움직임 객체가 사려졌을 때를 감지하여 배경 영상
을 갱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멧돼지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검출 영역 안에 있는 움직임 객체 각각에 박스로 표
시하였다. 실시간 영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moving object detection in 
real-time surveillance camera system. The existing methods, the methods using differential image  and 
background image, are difficult to detect the moving object from outside the video streams. The proposed 
method keeps the background image if it doesn't be detected moving object using the differential value between 
a previous frame and a current frame. And the background image is renewed as the moving object is gone in a 
frame. To decide people and wild pig, the proposed system estimates a bounding box enclosing each moving 
object in the detecting region. As a result of simulation, the proposed method is better than the existing 
method.

Key Words : 객체 검출, 지능형감시, 객체 판단, 차영상

Ⅰ. 서  론

최근 CCTV 발 과 통신의 발 으로 테러와 보안 문

제를 해결하기 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

다. 주요 공공시설, 군부  경계 그리고 기업 보안은 정부

와 기업의 당면 과제로서, 인식률의 성능 향상과 신뢰성 

보장에 역 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안 감시 시스

템은 방을 해 별도의 리자가 시스템을 계속 모니

터링 해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과 인력의 결합이 필수

이며, 결국 비용 상승이라는 단 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에 반해 최근 등장하는 지능형 감시 기술은 별도의 모니

터링 인력 없이도 잠재 인 요인을 자동으로 식별하

고, 움직이는 객체를 지속 으로 추 할 수 있다는 에

서 주목받는 기술이다[1].

농 에서는 수확기에 어든 과일과 곡식들에 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시하고 농작물

을 보호하고자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려 하고 있

다. 특히, 멧돼지의 피해는 체 야생 조수의 농작물 피해 

 까치와 더불어 가장 크게 유해한 동물로 부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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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야간에 멧돼지의 출 을 모니터링하여 멧돼지를 

쫓아내는 시스템에 있어서 움직임 객체 검출 기술은 필

수 이다. 이러한 기술은 최근 컴퓨터 비  기술의 발

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객체 검출과 추 을 쉽게 단 

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이러한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것

은 여 히 어려운 문제이다. 같은 객체라고 하더라도 개

개의 상 안에 있는 객체의 크기, 방향, 치 등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고, 한 조명의 색상이 변화한다거나 빛

의 방향이 바 게 되면 같은 객체라 하더라도 무나 다

양한 상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목표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져 그 일부분이 보이지 않거나, 주

변의 배경에 수많은 객체들이 놓여있어서 목표 객체를 

다른 객체로 착각하게 만들거나 목표 객체가 아닌 것을 

목표 객체로 보이게 하는 양상들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

서 객체 검출은 이러한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응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이다[2].

실시간 상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는 차 상을 이용한 방법, 블록 정합기법, 배경 상을 이

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배경 상에

서 발생하는 잡음이나 조명의 변화 등에 의해 불필요한 

움직임이 검출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움직임 객체 검출을 해서는 배경 상에서 잡

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움직임을 감소시켜야 한다[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실시간 상에서의 배

경 상을 지속 으로 갱신하여 움직임 검출을 하고 객

체를 추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 방법은 기의 

배경 상을 기 으로 입력 상과의 차를 구하여 이진

화를 시킨다. 이후 작은 잡음을 형태학  필터링으로 없

애고, 일정 크기 이상의 움직이는 객체 역을 객체 후보 

역으로 간주한다. 객체 후보 역은 이블링하여 각

각의 객체 역으로 설정한다. 검출된 객체 역에서 다

시 실제 객체 역만을 단하여 최종 객체 역을 획득

하고 검출된 객체 역에 해서만 원 상에 표시하게 

되면 잡음에 강건하게 움직임 객체를 검출하게 된다. 

한 검출된 상을 시간에 따라 추 하면 객체를 추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객

체 검출  추  방법들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객체 검출  추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 제안한 방

법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끝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

다.

Ⅱ. 기존의 객체 검출 방법들

1. 객체의 특징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블록정합 기법은 재 임 탐색 역 안에서 이  

임의 지정된 블록과 가장 유사한 블록을 찾는 방법

이다. 객체가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우에도 

추 이 가능하고 블록의 크기와 추 할 객체를 지정할 

수 있다
[4].

블록정합기법에는 역탐색 알고리즘과 계층  블록 

알고리즘이 흔히 사용된다. 역탐색 알고리즘은 상의 

밝기값 분포가 비교  균일한 역이 없는 곳에서 사용

된다. 밝기값 분포가 균일한 역에서는 부정확한 정합

가능성이 발생될 수 있다. 계층  블록알고리즘은 모든 

이어에 동작 벡터를 용함으로써 정확한 움직임 검출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합오류가 상층 이어로부터 

되어 정합 오류가 증가 될 수 있고, 각 이어로 진

행될수록 시간 복잡도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특징  기반의 방법은 연속 상에서 연결된 역을 

구하고 상 계 측정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추

하는 방법으로 차 상에서 임계값 이상의 화소를 연결한 

역은 찾을 수 있으나 혼잡한 물체의 상태에서 각각의 

물체를 분할해야 하는 단 이 있다[5].

2. 움직임 영역 검출에 의한 방법

류 검출 방법은 상 내의 특징 인 류 벡터의 집

합을 구하여 움직임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상 

체에 한 류를 구한다음에 움직임 객체라고 추정되는 

류 벡터의 집합을 선별하고 세부 인 움직임을 분석하

여 객체를 검출한다. 객체의 세부 인 검출이 가능한 장

이 있으나 검출하는데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하는 단

이 있다
[6].

차 상을 이용한 방법은 움직임이 있는 후보 역을 

검출하기 해 연속된 두 임간의 차 상 분석 방법

을 사용한다. 차 상 방법은 연속된 두 임간의 밝기 

차이를 구한 후, 임계값을 사용하여 임계값 보다 낮은 밝

기 차이를 가진 부분은 움직임이 없는 배경으로 구별하

고 임계값 보다 큰 밝기 차이를 가진 부분은 움직임이 있

는 물체로써 구별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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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계값의 선택은 상 안의 잡음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조명에 상당히 의존 이다. 따라서 

움직임이 있는 후보 역들을 검출하기 한 임계값은 유

동 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한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

황에서는 배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배경 상을 이용한 방법은 재 임과 기 이 되

는 배경 상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차 상 방법과 

같이 인 한 두 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들로부터 배경이 되는 상을 추출하고 이 상과 

재 임을 비교하여 모션을 추출하게 된다. 매번 

임을 검사하면서 기 이 되는 배경 상은 오래  

임의 상을 이고 재 임의 상을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특정한 방법에 따라 계속 수정된다. 이 방법에

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시간  평활법과 시간  간

치법으로 들 수 있다
[8].

시간  평활법은 기본 으로 배경 상을 만들 때 이

 임들의 화소값을 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다. 재 임에서 임의의 화소의 배경 상을 만들기 

해서는 재 임 이 의 n개의 임들의 화소값

이 필요하며, 이들의 화소값을 모두 더해서 n으로 나 면 

n-Frame으로 평활화 된 편재 임의 배경 상이 만들

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  임의 정보를 기

억하기 한 메모리 낭비가 많고, 한 배경 상을 만들 

때 최근 임과 이 의 임의 화소값이 같이 나타

나는 문제 이 있다.

시간  간치법은 임의의 화소에서 이  임에 

나타난 값들 에서 빈도가 높은 값을 배경 상으로 사

용한다. 재 임에서 임의의 화소의 배경 상을 만

들기 해서는 재 임 이 의 n개의 임들의 화

소값이 필요하고, 이 화소값을 크기순으로 정렬하여 2/n

번째 크기의 화소값을 배경 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시간  간치법은 정확한 미디어 값을 추출하기 

해서는 많은 이  임을 장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Ⅲ. 제안 방법

1. 제안 방법의 구성

그림 1은 제안하는 객체 검출 방법의 체 구성도이

다. 제안 방법은 동 상 입력이 들어오면 배경 상을 획

득하고, 이를 연속되는 임과의 차 상을 구해 객체

를 검출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배경 상은 바로 이

 임과의 차를 구하여 격하게 움직임이 검출되지 

않으면 기존 배경 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따라서 기 설정된 고정 배경 상을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응 으로 배경 상을 갱신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임을 배경 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움직임 

잔상 문제를 해결하 다.

그림 1. 제안 방법의 구성도 
Fig. 1. The diagram of proposed method

2. 객체 검출

입력 상이 들어오면 기에는 배경 상만 획득하

고 다음 임 상을 기다린다. 다음 상이 들어오면 

우선 들어온 상이 주간 상인지 야간 상인지를 

단한다. 이때 야간 상은 외선 카메라를 통한 상이

므로 기본 으로 그 이 스 일의 상이 된다. 이 경우 

채도(saturation)가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성질을 이용

하면 야간 상인지 단이 가능하다. 상의 모든 역

에서 채도값을 구하는 경우 계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

을 방지하기 해 고정 블록의 표 화소에 한 표본

에서의 채도를 구하여 주야간을 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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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상인지 야간 상인지 단이 되면 배경 상

과 재 상의 차 상을 구한 후 주간 임계치

(Tbin-day)와 야간 임계치(Tbin-night)를 용하여 

상을 이진화한다. 이때 이진화 임계치는 실험값에 의해 

Tbin-day는 90, Tbin-night는 30으로 하 다. 이진화된 

상은 바람에 의해 나뭇잎 등이 움직여서 가우시안 잡

음 형태의 랜덤 잡음을 없애 다. 그림 2 (a)는 임계값 20

으로 이진화하 을 경우로서, 배경 상에 잡음이 상당

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b)는 임계값을 높

임으로써 배경 상의 잡음을 상당 부분 감소시켰다. 그

러나 객체 역도 크기가 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움직임 역을 추 하는 것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임계값 20     (b) 임계값 90

그림 2. 이진 영상 임계값에 의한 차이 
Fig. 2. The difference by binary image threshold

이진화된 차 상은 빠른 계산을 해 40×40 크기를 

갖는 블록으로 나 다. 그림 3은 나 어진 각 블록에서 

객체가 있는 화소 정보(Iexist)의 합이 임계값(Tobj)이상

이면 그 블록은 객체후보 역(Oexist)으로 설정하는 것

을 보여 다. 식 (1)은 객체가 존재하는 후보 역을 설정

하는 수식으로서, Iexist 합이 임계값 미만이면 객체가 없

는 역(Onon-exist)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때 실험값에 

의해 Tobj는 40으로 설정하 다.

     ≥ 
  

(1)

그림 3. 객체후보영역 설정 
Fig. 3. Reserved object region setup

객체후보 역이 확정되면 인 한 객체 후보 역을 

이블링하여 그림 4와 같이 움직임이 있는 블록들을 서

로 연결하여 하나의 객체로 구성한다.

그림 4. 객체후보영역 레이블링 
Fig. 4. Reserved object region Labeling 

이블링이 구성된 후 각 블록의 연 도를 고려하여 

그림 5와 같이 사각형의 심 역을 설정한다. 

그림 5. 관심영역 설정 
Fig. 5. Interest region setup

심 역이 설정되면 심 역 내에서 수직방향과 수

평방향으로 투 하여 각 방향에서의 히스토그램을 구한

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객체가 시작되는 상하 좌표

와 좌우 좌표를 계산하여 그림 6과 같이 최종 인 객체 

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객체 역은 실제 상에 투

하여 표시하면 움직이는 객체 검출이 완료된다.

    (a) 이진 상     (b) 실제 상

그림 6. 관심영역 내 객체 검출 
Fig. 6. Object detection in interes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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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 판단

객체 검출이 완료되면 기에는 검출된 상의 상태

를 장하고 다음 임 입력을 기다린다. 다음 임

이 들어왔을 때 2가지 경우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객체가 검출되는 경우로 이 경우 

객체가 검출되면 검출된 객체의 앙 과 객체의 장축/

단축 정보, 그리고 객체 역의 행동 패턴 정보를 장한

다. 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가 사람인지 멧돼지인

지를 단한다. 행동 패턴 정보는 동물과 비교하여 사람

일 경우에만 나타는 행동인 팔의 움직임에 의한 검출 

역 변경을 의미한다. 즉 동물의 경우는 가로축의 정보가 

일정한 것에 비해 사람인 경우는 가로축이 주기 으로 

변하게 된다. 

(a) 사람

(b) 멧돼지

그림 7. 프레임별 행동 패턴
Fig. 7. The moving pattern of frames

그림 7 (a)에서 1번 임과 19번 임에 비해 11번 

임은 손의 움직임이 몸 근처에서 발생하여 다단축인 

가로의 길이가 가장 작다. 움직임이 있는 역에서 일정 

시간동안 세로의 길이 변화량이 거의 없는 심 역에

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역 되지 않고 가로의 길이가 

변화가 될 경우 이를 사람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림 7 (b)

의 멧돼지인 경우에는 1번 임으로부터 17번 임

까지 가로와 세로의 비율 변화가 크지 않고 가로 길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멧돼지로 인식되게 된다.

두 번째는 객체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 객체가 화면상에서 사라진 것이므로 다음 객체 검

출을 하여 배경 상을 재의 배경으로 교체하게 된다.

그림 8은 객체 검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과 멧돼지를 

검출하여 각각 사람과 멧돼지로 단한 결과로서,  화면

에서 노란색 박스는 사람을 검출한 것이고 멧돼지는 하

늘색 박스로 검출되었다. 

그림 8. 객체 판단
Fig. 8. The decision of Object

Ⅳ. 실험 및 결과 

본 실험은 실시간으로 촬 되어 주간에는 가시 선의 

카메라로 작동하고, 야간에는 외선 카메라로 작동하는 

VA100WD+VL60을 사용하 다.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은 메트록스사의 그래버 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장하 다. 한 응용 소 트웨어는 메트록스에서 지원

하는 MIL라이 러리를 이용하 고 Visual C++ 6.0 MFC

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제안하는 방법을 구동한 시스

템은 Intel Core 2 Duo E8300(2.83 GHz), 3 GB RAM으로 

구성되었고 로그램 입력 상은 640×480 RGB 24bit 

컬러 상을 이용하 다.

그림 9는 제안한 방법의 멧돼지 감시 로그램이고 실

행 화면의 상단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 있고 하단

에는 객체를 검출하는 화면으로 구성하 다. 한 우측

에는 검출하는 객체가 사람인지 멧돼지인지를 단하여 

보여주도록 하 고 최종 멧돼지로 단된 경우 경보상태

에 멧돼지 출 을 출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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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멧돼지 감시 프로그램  
Fig. 9. The program of wild pig surveillance

표 1. 검출 빈도와 검출 오류
Table 1. Detection frequency and detection 

error

시간
차 상방법 배경 상방법 제안방법

비고
빈도수 오류 빈도수 오류 빈도수 오류

13:00-13:59 10 8 7 6 2 0 주간

14:00-14:59 15 7 13 5 12 1 주간

15:00-15:59 21 6 20 7 19 0 주간

16:00-16:59 25 8 23 5 21 1 주간

17:00-17:59 14 10 15 8 11 0 주간

18:00-18:59 10 9 8 5 4 1 주간

19:00-19:59 7 7 8 8 3 0 야간

20:00-20:59 4 4 7 7 2 1 야간

표 1은 시간  별로 차 상 방법, 배경 상 방법과 제

안한 방법을 사용하 을 때 출 한 객체의 빈도수와 객

체 검출 오류 여부를 가지고 비교한 결과이다. 표 1의 결

과에서 제안한 방법이 모든 시간 에서 기존의 방법들보

다 오류가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원거리에서 감시 카메라로 사용되고 있는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움직임 검출 효율을 높이고 멧

돼지와 사람을 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실내

가 아닌 바람, 조명 등의 향을 많이 받는 외부에서 촬

되는 동 상에서의 움직이고 있는 객체를 검출하는 것

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고자, 배경 상과 움직임이 있

는 상과의 차 상에 의해 움직임 화소를 추출하고, 이

를 임계값에 의한 이진화 처리로서 일정 움직임 이상의 

차이값을 보이는 화소들을 표 하 다. 블록으로 나 어 

처리하여 계산상의 효율을 높 고, 객체후보 역에 

한 이블링을 통해 심 역을 설정하 다. 선정된 

심 역 내에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객체 역

을 검출하 다. 검출 후에는 상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람과 멧돼지를 단하는 기능을 구 하 다. 구  결

과 움직임 역을 원 상에 표시함으로써 나뭇잎의 움직

임과 같은 잡음에 강건하게 움직임 객체를 검출할 수 있

었고, 기존의 방법보다 객체 검출 오류가 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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