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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다중 화상감시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물체 추적  및 보행자/차량 인식 방법을 제

안한다. 지능형 다중 화상감시시스템은 다수의 고정형 카메라와 한 대의 PTZ 카메라로 구성되며, 고정형 카메라에

서 검출된 움직이는 물체들을 PTZ 카메라로 팬/틸트/줌 제어하고, 보행자인지 또는 차량인지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넓은 영역을 감시하는 고정된 카메라에서 검출된 물체는 너무 작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PTZ 카메라를 통한  특정 움직이는 물체를 팬/틸트/줌인 제어함으로써 움직이는 물체의 변별력과 감

시성능을 높일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는 기능 외에 SVM 학습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출

된 물체가 보행자 또는 차량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적에러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고정된 카메라와 PTZ 
카메라간의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개선한다. 다양한 실험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시스템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acking and recognition of  pedestrian/vehicle for intelligent multi-visual surveillance 
system. The intelligent multi-visual surveillance system consists of several fixed cameras and one calibrated PTZ camera, 
which automatically tracks and recognizes the detected moving objects. The fixed wide-angle cameras are used to monitor 
large open areas, but the moving objects on the images are too small to view in detail. But, the PTZ camera is capable of 
increasing the monitoring area and enhancing the image quality by tracking and zooming in on a target. The proposed 
system is able to determine whether the detected moving objects are pedestrian/vehicle or not using the SVM. In order to 
reduce the tracking error, an improved camera calibration algorithm between the fixed cameras and the PTZ camera is  
proposed. Variou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ystem.

키워드 : 화상감시시스템, 물체추적, 물체인식

Key word : Visual Surveillance System, Object Tracking, Objec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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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컴퓨팅 기기 및 촬영 장비의 발전과 함께 영상 

감시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능

형 감시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실제 지능형 감시 시

스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TechNavio의 지능형 영상 분석 시장 동향[1]에 따

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4.12%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감시시

스템의 종류 중 하나인 그림 1과 같은 지능형 다중화상 

감시시스템은[3] 기존의 단일 PTZ 카메라를 이용한 움

직이는 물체 추적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시 시스템이다. 기존의 단일 PTZ 카메

라 추적 시스템의 경우 팬/틸트 제어는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줌 제어를 함께 하면서 움직이는 물

체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능형 다중모드 화상감시 시스템은 

다수의 고정형 카메라와 움직이는 물체의 변별력을 높

이기 위한 한 대의 PTZ 카메라로 구성된다.
지능형 화상감시 시스템은 이동하는 객체를 정확히 

탐지해야하며, 탐지된 객체가 어떤 종류인지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다. 탐지된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분류

함으로써 좀 더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화상감시 시스템

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화상감시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객체를 보행자 또는 차량과 같이 

단일 대상으로 가정하고 추적하도록 구성[4]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체에 대한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추적 대상을 놓치

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

능형 다중화상 감시시스템에서는 영상에서 발생하는 

이동 물체들을 탐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다중모드 화상감시 시스템에

서 필요한 기술인 지속적으로 배경영상을 업데이트하

며 이동 중인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다. 
실외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객체의 종류는 크게 보

행자, 차량 그리고 기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
행자는 또한 단일 대상과 그룹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대상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적인 목

표이다.

(a)

(b)

그림 1. 지능형 다중화상 감시시스템의 예(쿼드모드) (a) 지능형 

다중모드 화상감시 시스템 개념도 (b) 지능형 다중모드 화상감시 

시스템(쿼드모드, 고정카메라 3대+PTZ 카메라 1대) 예
Fig. 1 Examples of intelligent multiple visual surveillance 
systems (a) Concept of intelligent multiple visual 
surveillance systems (b) Examples of intelligent multiple 
visual surveillance systems (Quad mode, Consist of three 
fixed cameras and a PTZ camera)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제안하는 지능형 다중모드 화

상감시 시스템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3장에서는  

제안된 지능형 다중모드 화상감시 시스템의 실험 결과

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시스템의 성

능을 분석하고 추후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Ⅱ. 지능형 다중모드 화상감시 시스템

2.1. 고정카메라와 PTZ 카메라간의 제어 캘리브레이션 

방법

고정카메라와 PTZ 카메라간의 캘리브레이션 방법

[2]이란 고정카메라에서 탐지되고 추적되는 움직이는 

물체들을 PTZ 카메라가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이전연구[3]의 듀얼모드 화상감시 시스템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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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두 카메라간 좌표변환 및 PTZ 제어 방법은 설치

환경에서 특징점이 없는 환경이나 또는 특징점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는 두 카메라간 좌표변환

에 대한 오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좌표변환에 대한 오

차는 결국 추적카메라의 추적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

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좌표변환 없이 고정카메라 

좌표에서의 직접적인 팬/틸트 제어변수를 활용한 들로

내 삼각화 기법과 선형보간법을 통한 팬/틸트를 제어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들로네 삼각화란 평면위의 

점들을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공간을 분할할 때, 이 삼

각형들의 내각의 최소값이 최대가 되도록 분할하는 방

법이다. 
그림 2(a)는 먼저 다중모드 카메라 설치 시, 작업자가 

고정카메라의 각 특징점들 (  ⋯ ) 에 대하여 

PTZ 카메라가 각 특징점들이 중심에 오도록하는 수동

으로 제어변수들(Pan 제어변수, Tilt 제어변수)을 설정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정 카메라의 각 특징점 

  ⋯    에 대해 PTZ 카메라를 수동으로 조정하

여 해당 점이 PTZ 카메라의 중심에 오도록 수동으로 조

정하고, 대응되는 팬/틸트 제어변수를 고정카메라 좌표

의 특징점 좌표의 제어변수로 저장한다. 특징점을 선정

하는 기준은 화면상의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코너

점이며, 전체영역에 대해 균일한 분포를 가지도록 결정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든 특징점에 대해 수행하여 

각 특징점   ⋯   에 대응되는 PTZ 제어파라미

터    ⋯ 를 얻게 된다.  만약 고정된 카메라의 새

로운 좌표( )에 대한 제어변수는 그림 2(b)와 같이 그 

주변의 세 점    을 들로네 삼각화 방법을 통해 구

하고, 세 점에 대응되는 제어변수   를 각 점과의 

거리 비율을 이용한 선형보간법을 통해 새로운 좌표

( ) 제어변수 를 계산할 수 있다. 구해진 제어변수 

만큼 PTZ 카메라를 움직이면 고정된 카메라의   좌

표에서 검출된 움직이는 물체가 PTZ 카메라의 중심에 

오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은 실제 다중 화상감시 시스템을 설치 시 PTZ 

카메라 추적을 위한 고정 카메라와 PTZ 카메라간 제어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기본 보정은 설치자가 최소한의 특징점(3개)
만 수동으로 설치한 후, 상세보정 과정에서 수동 모드

와 자동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동모드는 모든 특징

점 제어 파라미터 설정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자동모드는 나머지 특징점 제어 파라미터 설정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설치하는 환경에 

따라서 수동모드 또는 자동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a)

(b)

그림 2. 고정카메라와 PTZ 카메라간 제어 캘리브레이션 방법 

(a) 좌표변환 없이 직접적인 팬/틸트 제어변수를 활용한 PTZ 카
메라 제어 방법 (b) 새로운 고정카메라 좌표에 대한 팬/틸트 제

어변수 계산 방법

Fig. 2 Calibration method for fixed and PTZ camera 
(a) Existing calibration method for fixed and PTZ camera
(b) Proposed calibration method for fixed and PTZ camera

그림 3. PTZ 카메라 추적을 위한 고정 카메라와 PTZ 카메라간 

제어 캘리브레이션 과정 

Fig. 3 The overall flow chart of the camera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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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정카메라에서의 움직이는 물체검출 및 추적

감시 분야의 영상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감지하고, 인
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확히 배경과 객체

를 분리한다는 의미와 같다. 고정된 카메라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경영상을 모델링하여 배경영상과 입력영

상의 차영상 방식을 통해 움직임이 있는 물체를 탐지하

고, 추적한다. 시작 영상을 배경 영상으로 사용하는 경

우 장기적으로 움직임이 없이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움

직일 경우 이전 영역을 움직이는 물체로 오검출하는 문

제가 있다. 이전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영상 사이의 

겹치는 영역에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하고 실제 물체보

다 크게 검출됨으로써 정확한 객체 영역을 검출하지 못

하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

여 배경 영상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방법[5]이 연구되

었다. 이 방식에서는 세 프레임간의 차분을 구하는 방

식을 통해 온전한 객체의 영역을 계산한다. 또한 “이동 

픽셀”과 “부동 픽셀”이라는 개념을 통해 영상 전체의 

픽셀들에 대해 움직임이 발생한 픽셀들을 정확히 구분

한다.
시간   에서 영상의  위치에 있는 픽셀을 

로 가정했을 때 현재 영상()과 이전 영상

() 그리고 그 이전 영상()을 이용해 그

림 4와 같은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 픽셀 가 움직임이 

발생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는  좌표 상의 밝

기값에 대한 임계값으로써 각 픽셀별로 임계값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초기에는 전체 영상에 대해 적당한 임의

의 임계값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렇게 구해진 이동 픽셀들은 하나의 객체 단

위로 구성하기에는 균일한 픽셀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을 배제하고 검출된 

각각의 이동 픽셀을 연결요소(Connected Components) 
방식의 라벨링을 통해 각각의 객체 영역으로 분리한다. 
하나의 검출된 객체영역을 로 가정하고 이 영역에 있

는 픽셀들을 식 (1)과 같이 각각의 움직이는 객체들을 

입력영상()과 배경영상()의 차영상을 통해  

최종적인 움직임이 있는 객체로 검출한다. 

        ∈           (1)

그림 4. 이동 픽셀을 결정하는 방법

Fig. 4 Method for determining the moving pixel

그림 5. 고정된 카메라에서의 이동 물체 검출의 결과

Fig. 5 Result of the moving object detection in the fixed 
camera

배경 영상 과 차영상에 대한 임계값인 

은   에 대한 여러 영상들의 통계적 특성을 고려해 

계산된다. 시작 배경 영상 는 첫 번째 영상을 통

해 생성되며, 즉   이다. 각 픽셀에 대한 임

계치의 시작 값 는 상황에 따라 0이 아닌 임의의 

추정 값이 부여된다. 와 는 다음 시간동안 

식 (2), (3)과 같이 계산되어 갱신된다.

 










  

  


  

     (2)

 











×

  


  

(3)

는 시간 상수로써 갱신할 배경영상과 임계값에 현

재 영상 정보를 얼마나 포함시킬지에 대한 가중치이며, 
프레임 속도에 의해   값이 결정된다. 여기서 배경영상

과 임계값은  위치의 해당 픽셀이 부동 픽셀일 때에만 

갱신되며, 이동 픽셀에 대해서는 기존 값을 그대로 유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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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외 환경에서 검출되는 객체의 종류와 특징

Table. 1 Characteristics of detected objects in the outdoor 
environment

객체|특징 종횡비 크기 분산 속도

보행자 세로 ↑ 비교적 ↓ 비교적 ↑ 비교적 ↓

차량 가로 ↑ 비교적 ↑ 비교적 ↓ 비교적 ↑

기타 다양함 다양함 다양함 0에 수렴

즉, 영상 전체가 동일하게 갱신되는 것이 아닌 이동이 

발생되지 않은 위치에 대해서만 갱신하도록 한다. 수식

에서 는 지역적인 밝기값의 평균을 나타내는 방

식으로 갱신되며, 는 지역적인 밝기값 표준편차

에 5배를 한 값으로써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필
터에 의해 계산된다. 그림 5는 실제 실험영상을 통해 이

동 물체를 검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3. 움직이는 객체 분류

실외 환경 영상에서 검출될 수 있는 물체의 종류는 

실내 환경에 비해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가 포

함된 외부환경에서 검출된 이동물체를 대상으로 분류

하기 때문이 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실외 환경에서 검출될 수 있는 객체의 종류와 특

징을 기술한 내용이다.
객체의 종류는 분류 중요성이 가장 큰 보행자, 차량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기타(흔들리는 나뭇가지, 
동물 등) 세 종류로 나누었으며, 객체들의 특징은 실외 

환경에서 나타나는 날씨의 변화, 시간의 변화에 무관한 

특성들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객체들을 분류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6]을 활용하였다. SVM은 학습데이터의 양이 제한되

어있을 때 높은 효율을 보이는 분류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화상감시 시스템이 설치된 카메라에

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직접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식 (4)와 같이 학습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동 물체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이동 중인 2차원 상의 번째 학습 샘

플의 객체에 대해 종횡비  , 면적  , 밝기값 분산 


, 속도 을 계산한 벡터형식의 학습데이터를 저장

한다. 

                     (4)

종횡비(Aspect Ratio)는 객체 영역의 가로 크기와 세

로 크기의 비율이며 1보다 클 경우 가로 크기가 크다는 

것이고 1보다 작을 경우 세로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번째 객체에 대한 종횡비는 식 (5)와 같이 계산

한다.

  

                                (5)

여기서, 와 는 각각 움직임 물체를 포함하는 사

각형의 횡방향과 종방향의 크기를 의미한다.
면적(Area)은 객체 영역의 식 (6)과 같이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의 곱으로 계산하며 이는 객체가 영상에서 어

떤 크기를 가지는지에 대한 값이다.

                                   (6)

분산은 번째 객체 영역의 밝기값이 얼마나 균일한

지를 나타내는 값으로써, 객체 영역의 평균 밝기값과 

각 픽셀에 대한 차의 절대값을 누적시킨 값이다. 값이 

작을수록 해당 객체 영역이 균일한 밝기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객체분류를 위한 특징값으로 객체 

속도 는 식 (7)과 같다.

                                   (7)

여기서,  는 이동 객체의    방향으로의 속도

를 의미한다. 
하나의 학습 샘플 객체에 대한 네 가지 특징값들은  

평균적인 값이 1을 가지도록 정규화한다. 이러한 과정

이 필요한 이유는 면적과 같이 비교적 큰 값을 가지는 

특징값이 높은 가중치로 계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이

다. 기존에 구성된 학습데이터를 통해 현재 영상에서 

발생하는 이동 객체들을 SVM 알고리즘으로 분류한다. 
이동 객체의 종류는 총 10 프레임의 분류 결과를 통해 

최대빈도를 발생시킨 대상으로 최종 분류한다. 

2.4. 객체 추적 정책

하나의 검출된 이동 물체는 다음 프레임에서도 동일

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객

체들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객체의 정보를 다음 

프레임의 이동 물체에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을 마련하였으며, 기본적인 순서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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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동객체 추적에 대한 순서도

Fig. 6 Flowchart for the tracking of moving objects

그림 7. 서로 다른 객체의 중복 문제

Fig. 7 Overlapping problem for different objects

그림 8. 다중화상 감시 시스템

Fig. 8 Multi-visual surveillance system

우선 입력영상에서 이동물체를 탐지하여 대상이 기

존 객체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이동 물체의 영

역이 기존 객체와 50%이상 일치하는 경우 기존 객체로

서 결정된다. 만약 기존 객체가 아니라면 SVM을 통한 

분류 과정을 거친 후 현재 객체 정보에 추가 되고, 기존 

객체라면 이동 객체의 위치정보와 크기정보를 현재 객

체 정보에 반영한다. 이후엔 배경영상과 임계값을 갱신

하여 다음 프레임에 대한 이동 물체 탐지를 준비한다.
감시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상황으로는 서로 

다른 객체의 중복 문제와 기존 객체 정보의 미검출 문

제가 있다. 서로 다른 객체의 중복문제는 그림 7과 같이 

표 2. 학습 데이터의 평균적인 특징 데이터 값

Table. 2 Average feature data of training data

종류 종횡비 면적 분산 속도

보행자 0.48 950.40 44.85 1.94

차량 2.17 6061.90 57.01 9.57

기타 1.47 3286.60 39.08 0.00

검출된 이동 물체 영역에 두 개 이상의 기존 객체 정

보가 포함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동 물체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객체가 가지고 있던 속도 

정보를 활용해 다음 위치를 예측한다. 만약 기존 객체

의 정보가 검출된 이동물체 영역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

는 경우 20프레임간은 기존 객체의 속도 정보를 이용해 

추적을 지속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동물체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객체정보를 삭제한다. 

Ⅲ. 실험결과

제안된 지능형 다중화상 감시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

하기 위해 그림 8과 같은 다중화상 감시 시스템(쿼드 모

드(고정카메라 3대와 PTZ 카메라 1대))을 설치하여 실

험하였다. 보행자와 차량, 기타 움직임이 발생하는 객

체에 대해 각각 20개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최대한 다양한 조건의 실외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

용하였다. 표 2는 본 SVM 학습을 위해 구성한 학습데

이터에서 각각의 종류별로 계산된 평균적인 특징 데이

터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학습데이터에서 객체의 종류

별로 다른 종횡비, 면적, 분산, 속도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영상은 다중 화상 감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카메라를 이용해 도로가 존재하는 실외 환경

을 기준으로 다른 배율과 시간, 날씨 상황에서 영상을 

획득하였다. 총 10개의 동영상에 대해 실험하였다.
그림 9는 제안된 다중 화상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움직이는 물체 검출 및 추적에 대한 결과 장면의 

예이며, 총 4 회의 다른 시간에서 수행된 화면을 보여주

고 있다. 각 영상에서 위쪽에 위치한 3개의 화면은 고정

형 카메라의 영상이며, 아래쪽의 1개의 화면은 이동 물

체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촬영하는 PTZ 카메라의 영

상이다. 전체 실험 결과 영상은 다음 URL 사이트

(http://youtu.be/3Y5uRlGL3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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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움직이는 물체 검출 및 추적에 대한 실험 결과

Fig. 9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detection and tracking 
of moving objects

그리고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과의 검출율, 오검출율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본 시스템의 보행자 분류 성능을 

검증하였다. 표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류방법과 비

교할 기존의 네 가지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각 알고리

즘 별로 측정된 TP(True Positive)의 개수를 통해 실제 

알고리즘에 대한 검출율을 계산하면 그림 10과 같다. 
비교적 검출율이 좋은 C(HOG+Cascade) 알고리즘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보행자가 존재하는 전체 프레임

에서 TP의 개수 비율을 통해 계산된 각 알고리즘에 대

한 평균 검출율은 표 4와 같이 측정되었다. A, B 알고리

즘은 모두 HOG+SVM을 사용하기 때문에 50% 정도의 

비슷한 검출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Haar+Cascade을 사

용한 D 알고리즘은 20% 이내 의 매우 낮은 검출율을 보

여준다.
자동차 검출 실험을 위해서는 총 7개의 동영상을 사

용하였다. 차량이 식별되는 프레임에서 차량이 정확히

표 3. 네 가지 종류의 보행자 검출 방식

Table. 3 Four types of pedestrian detection method

No. 참고
논문

특징 
정보

분류기 학습 데이터

A Dalal[7] HOG SVM INRIA Person Database

B Dalal[7] HOG SVM Daimler Pedestrian 
Dataset

C Zhu[8] HOG Cascade Daimler Pedestrian 
Dataset

D Viola[9] Haar Cascade Kruppa03-bmvc[10]

그림 10. 각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별 정검출율 비교

Fig. 10 Comparison of the pedestrian detection rate

표 4.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별 평균 검출율

Table. 4 Average detection rate of pedestrian detection

A B C D Proposed

검출율 56.27% 42.45% 76.76% 16.59% 84.89%

표 5. 차량에 대한 분류 결과의 검출율과 오검출율

Table. 5 Detection rate and false detection rate of vehicle 
classification

검출율 오검출율

92.34% 10.66%

분류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검출, 오검출 횟수를 측

정하였다. 표 5는 카메라 영상에서 측정되어야하는 차

량의 총 프레임 수 2090장을 기준으로 분류된 측정 결

과이다. 여기서 오검출 횟수는 해당 영상에서 차량이 

아닌 대상을 차량으로 분류한 검출 횟수를 의미한다. 

Ⅳ. 결론 및 추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다중 화상감시 시스템에 활용

할 수 있는 고정 카메라와 PTZ 카메라간의 새로운 캘리

브레이션 제어 방법과 고정 카메라에서 움직이는 물체

를 검출하는 방법 그리고 검출된 객체를 분류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지능형 다중화상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

정된 카메라 영상의 이동 객체를 정확하게 검출하고, 
분류한다면 불필요한 상황에서의 PTZ 카메라 동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감시 시스템의 설치 환경

에 따라 원하는 대상(보행자, 차량)을 선택적으로 추적

하도록 카메라 운용 정책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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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죄를 예방하고 상황을 식별하는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추후에는 객체 분류의 결과를 세 가지 종류가 아닌 

대분류와 소분류를 나눠서 보행자는 솔로와 그룹, 차량

은 차종에 따라 총 네 종류 이상의 검출 결과를 생성할 

예정이다. 기존의 방식에 추가적인 특징정보를 활용한

다면 이후 분류과정을 통해 다양한 객체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실외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객체를 분류한다면 감시시스템에서 중요

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객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도

록 정책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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