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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색상을 지닌 다수의 이동 물체 영역 분류 및 식별과 추적

Area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and Tracking for Multiple 

Moving Objects with the Similar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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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area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and tracking for multiple moving objects with the similar 

colors. To do this, first, we use the GMM(Gaussian Mixture Model)-based background modeling method to detect the moving 

objects. Second, we propose the use of the binary and morphology of image in order to eliminate the shadow and noise in 

case of detection of the moving object. Third, we recognize ROI(region of interest) of the moving object through labeling 

method. And, we propose the area classification method to remove the background from the detected moving objects and the 

novel method for identifying the classified moving area. Also, we propose the method for tracking the identified moving object 

using Kalman filter. To the end, we propose the effective tracking method when detecting the multiple objects with the 

similar colors. Finally, we demonstrate the feasib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algorithms through som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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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영상 처리 기술의 발달 및 감시 시스템의 설치비용 저

하와 함께 통합 관제 시설이 구축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의 영상 감시 시스템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로부터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와 운영요원이 직접 감

시하거나,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저장한 후, 저장된 영

상의 사후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1, 2]. 하지만 CCTV 보급 개수에 따른 감시 인력 부족과 오랜 

시간 모니터링 할 경우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상 처리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system)이 각광 받고 있다

[1-10]. 

일반적으로 보안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

템에서 이동 물체의 움직임 영역 검출(Moving object detection)

은 CCTV 영상 분석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며, 고정된 카메라에서 

입력받은 영상으로부터 배경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5-7]. Wren 등은 배경 영상에서 특정 위치의 화

소 밝기 값의 변화를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한 배경 모델링 기법

을 제안하였다[5]. 하지만 이 방법은 정적인 배경에서는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검출 성능을 보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

지나 환경적인 변화로 인한 동적인 배경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Kim 등은 학습된 영상의 화소(pixel)들을 양자화하여 배경을 모

델링하는 코드북(codebook) 방법을 이용한 동적인 배경에 강인

한 방법을 제안했으나 이 방법은 많은 계산량으로 인해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6]. 또한, Haritaoglu 등은 각 화소의 최소 밝

기 값과 최대 밝기 값, 그리고 표준 편차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7]. 이 방법은 배경 모델링 이후 빠른 속도로 이동 

물체 검출이 가능하나, 잡음에 민감한 요소를 갖고 있다.

다음, 이동 물체 인식 기술에는 적용 목적에 따라 사람, 동물, 

차량 등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과 각각의 분류된 특정 물체를 식

별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8, 9]. 먼저, Chang 등은 검출된 움직

임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 윤곽선 및 블롭(Blob)들의 데이터 집합

을 이용하여 움직임 영역을 분류하였다[10]. 그리고 Kim등은 이

를 응용하여 움직임 영역들이 갖는 이동 벡터를 이용한 식별 방

법을 제안하였으며[11], Lin 등은 사람을 모델로 한 계층적 구조

를 이용한 분류 기법을 제안한 바 있다[12]. 이 방법은 겹침

(occlusion) 현상이 발생 할 경우에도 높은 인식률을 보여준다. 

또한 Papageorgiou 등은 템플릿(template)을 기반으로 하여 

Harr 웨이블릿과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분류 

기법을 제안하였으며[13], Dalal 등은 기울기 방향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14]. 하지만 상기 방법들은 이동 물체

가 겹쳐진 경우나 인식하기 위한 물체의 모양에서 벗어날 경우에

는 인식률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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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동 물체 추적은 식별된 물체의 위치를 지속적으

로 추적하기 위함이며, 영상 내에서 물체가 겹쳐지거나 가려질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식별된 이동 물체를 

추적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색상 정보를 이용한 Mean 

Shift와 CAMshift 알고리즘 등이 있다[15-17]. 먼저, Mean 

Shift는 색상 정보를 기반으로 커널을 사용하여 데이터 집합의 

밀도분포(색상)를 기반으로 고속으로 추적하는 알고리즘이다. 하

지만 탐색 윈도우의 크기를 스스로 갱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최대값에 수렴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15]. 이를 보완하기 위해 

CAMshift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빠른 학습을 통해 추적 위

치를 탐색하고, 탐색 윈도우의 크기를 스스로 조정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법 역시 초기 탐색 윈도우를 지정해 줘야 하는 문

제점이 있다. 또한 추적 대상의 색상이 배경과 유사한 경우나 유

사한 색상을 지닌 이동 물체들의 추적 성능은 만족스럽지 않다

[16, 17, 23-25].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기 기존 연구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술 개발의 향상을 위해 유사한 색상 정보를 지닌 다수의 이동 

물체가 검출되었을 경우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크게 움직임 영역 검출부터 인식, 분류, 

식별, 그리고 추적 기법으로 구성된다. 먼저, 움직임 영역 검출을 

위해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Gaussian Mixture Model) 기법

을 이용하여 배경을 모델링한다. 다음, 모델링된 배경에서 움직임 

영역을 검출할 때 발생하는 그림자 및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영

상의 이진화(binary) 및 모폴로지(morphology) 기법을 이용한다.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통해 최종 검출된 영역을 라벨링

(labeling) 기법을 통해 이동 물체의 인식 과정을 거친다. 그 다

음, 인식된 이동 물체 영역과 배경 영역의 분류 기법과, 분류된 

이동 물체 영역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위치를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추적하며, 유사

한 색상 정보를 지닌 다수의 이동 물체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방법은 실제 실험을 통해 응용 가능성을 입

증한다.

 

2. 유사한 색상을 지닌 다수의 이동 물체 영역 분류

및 식별과 추적 

2.1 입력 영상에서의 움직임 영역 검출 

본 절에서는 입력되는 영상의 배경(background)로부터 전경

(foreground)을 추출하기 위해 RGB(Red-Green-Blue) 색상 정보

에 대한 상호 관계를 GMM 기반으로 하여 배경을 모델링한다

[18]. 모델링 된 배경에서 분류된 전경 즉, 움직임 영역을 검출

하였을 때 검출 과정에서 빛의 반사로 인한 그림자가 같이 검출 

될 경우에는 이동 물체 외의 의미 없는 영역까지 함께 인식 되

어 이동 물체의 식별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 (1)과 같은 임계값()를 통한 영상의 이진화를 수행

한다. 

    i f     
   

 (1)

여기서,  는 배경 모델을 나타내며,  은 입력 영

상을 나타낸다.

다음, 이진화를 통해 그림자 영역을 제거한 영상에서 CCTV의 

일반적인 잡음이나 미세한 흔들림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잡

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모폴로지 기법인 침식(erosion) 팽창

(dilation) 연산을 수행한다[19]. 일반적으로 침식 연산은 전체 영

상에서 아주 작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팽창 연산은 

침식 연산으로 인해 움직임 물체 영역이 소실되거나, 분리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움직임 

물체를 검출한 결과 영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2(a)는 모델링 될 

배경 영상이며, 그림 2(b)는 입력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2(c)는 

모델링된 배경 영상에서 입력된 움직임 물체 영역을 검출한 결과 

영상이다. 이 결과 영상을 보면 움직임 물체 영역외의 의미 없는 

영역들까지 함께 검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d)는 움직임 

물체 영역과 불필요한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영상의 이진화와 모

폴로지 기법을 적용한 결과 영상이다. 이 영상은 라벨링을 이용

해서 움직임 영역을 인식하는데 이용된다.

 

     (a) 배경 영상                (b) 입력 영상

 

   (c) 움직임 영역 검출    (d) 이진화 및 모폴로지 연산 결과

그림 2 이진화 및 모폴로지를 이용한 이동 물체의 영역 검출 및 

잡음 제거 결과

Fig. 2 Noise elimination of the moving object using binary 

and morphology

2.2 이동 물체 인식 및 영역 분류

본 절에서는 이동 물체를 인식하고 영역을 분류하기 위해 2.1

절에서 검출된 결과 영상을 라벨링을 통해 인식하고, 인식된 영

역은 이동 물체 영역으로 간주하여   ⋯라고 정의한다. 

또한, 일정한 크기 이하의 라벨은 잡음으로 간주한다. 그림 3은 

하나의 이동 물체를 라벨링을 통해 인식한 결과 영상이다. 

그림 3(a)에 도시된 이동 물체 영역에 대하여 라벨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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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동 물체 영역            (b) 라벨링 결과

그림 3 라벨링을 이용한 이동 물체 영역 검출 

Fig. 3 Extraction area of the moving object using labeling

영상 3(b)를 봤을 때 충분히 이동물체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 물체 식별에 있어서 색상 정보를 이용

한다면 라벨링된 영역 안의 모든 색상 정보가 이동 물체의 특징 

정보로 사용될 것이며 이는 이동 물체만의 고유 색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 물체만의 고유 색상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배경과 이동 물체간의 영역 분류 기법을 제안한

다. 먼저, 그림 4(a)와 같이 라벨링을 통해 인식된 이동 물체 영

역을 ROI(Region of interest)로 지정하며, 지정된 ROI를 그림 

4(b)와 같이 영역 분할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여러 실험 결과를 거쳐 실시간 연산 처리를 위해 분할된 블록 

사이즈는 10x10[pixels]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a) ROI (RGB영상)           (b) ROI 분할 결과

그림 4 ROI 분할 결과 

Fig. 4 Segmentation result using ROI

다음, ROI에서 각각의 분할된 블록의 화소를 순차적으로 분석

한다. 여기서, 그림 4의 실험 영상은 이진 영상에서 ROI만을 컬

러 공간으로 변환한 영상이며, ROI 외의 모든 영역의 화소 값은 

0으로 정의된다. 다음 식 (2)는 이동 물체 영역과 배경 영역을 

분류하기 위한 조건이다. 

       ⋯⋯  (2)

여기서,    는 번째 블록 를 의미하고,   는 

번째 화소 값을, 은 블록의 사이즈를 의미한다. 또한, 블록 내에 

존재하는 화소 0 값의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동 물체 검출 과

정에서 소실된 이동 물체 영역으로 판단한다. 상기 조건식을 만

족하는 블록은 
∗로 정의한다. 그림 5는 배경으로부터 이동 물

체 영역을 분류한 결과 영상을 나타낸다. 이 결과, 블록 
∗의 

색상 정보를 통해 이동 물체 영역의 고유 특성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5 배경과 이동 물체 영역 분류 결과 

Fig. 5 Classification result between background and the 

moving object area

2.3 이동 물체 식별 

본 논문에서는 2.2절에서 얻어진 이동 물체 영역의 블록 


∗의 색상 정보를 이용한 식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은 먼저, 블록 내의 RGB 컬러 공간을 HSV(Hue-Saturation- 

Value) 컬러 공간으로 변환 후 H, S, V에 대해 식 (3)을 이용하

여 각각의 평균값       를 계산한다.

  





   ⋯⋯ 

   





   ⋯⋯ 

  





   ⋯⋯ 

 (3)

여기서,     는 HSV 컬러 공간으로 변환된 번째 화소 

정보를 의미한다. 

그 다음, 계산된 평균값들은 이전 영상을 기준으로 현재 영상

에서 선정된 블록들에 대한 평균값을 모두 매칭함으로써 블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를 위한 방법은 식 (4)를 이

용하며, 이전 영상과 현재 영상의 블록 평균값의 차이가 사용자

가 지정한 임계값 (    )보다 작을 경우 일치하다고 평가한다. 




   and    and    (4)

여기서 
  

  
는 이전 영상에서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는 현재 영상에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림 7은 상기 식 (4)를 통해 매칭된 결과를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 7(a)와 같이 이동 물체 영역이 비교적 잘 검출되면 그림 

7(b)와 같이 일치하는 영역이 일정하지만 그림 7(c)와 같이 이동 

물체 영역이 비교적 잘 검출되지 않으면 그림 7(d)와 같이 일치

하는 영역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치된 영역의 분포가 다수로 형성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이동 물체 영역이 배경 색상

과 유사함으로 인해 인식된 영역이 소실되거나, 조명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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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9 frame                (b) 60 frame

 

         (c) 80 frame               (d) 81 frame

그림 7 블록 매칭 결과 영상

Fig. 7 Results for block matching

그림 9 이동 물체의 인식 실패의 예

Fig. 9 The example of failure for recognition of the 

moving object

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매칭된 

영역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영역들을 한 개의 군집

(cluster)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단계는 다

음과 같다. 

단계 1 : 군집을  라고 정의하고, 앞서 지정된 ROI 중심 

위치를  로 정의한다. 여기서 의 위치를 

의 초기 위치로 지정하며, 
∗의 중심 위치를 


∗  라고 정의한다.

단계 2 : 로부터 모든 
∗ 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거리값이 사용자가 지정한 임계값 보다 작을 경우 


∗ 을 에 포함시킨다.

단계 3 : 에 포함된 
∗ 들의 중심 위치를 계산하고, 계산

된 중심 위치에 를 이동시킨다. 

상기에 의해 계산된 의 무게 중심(COG, Center of gravity) 

위치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a) 17 frame               (b) 130 frame

그림 8 모델링된 군집의 무게 중심 위치

Fig. 8 COG location of the modeled cluster

여기서, 모델링된 군집의 무게 중심 위치는 원으로 도시하였

다. 본 논문에서의 는 이동 물체의 최종적인 식별 위치를 의미

하며, 
  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는 번째 이동 물

체의 식별된 위치  를 의미한다.

2.4 이동 물체 추적

식별된 이동 물체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전 영상에

서의 정보를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적 위치를 

예측, 보정하기 위해 칼만 필터를 이용한다[20]. 먼저, 이동 물체

의 식별 위치인  와 속도 로 구성된 상태벡터는 식 (5)와 같

이 나타낸다.

        
 (5)

다음, 시간 ()에서의 상태 방정식은 식 (6)과 같다.

   (6)

여기서, 는 상태 변환 행렬을 의미하고, 는 프로세스 잡음

을 의미한다.

그 다음 측정 방정식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tvt (7)

여기서, 는 측정 벡터의 변환 행렬을 의미하고, 는 측정 

잡음을 의미한다. 

칼만 상태방정식과 측정모델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8)




 





 

   
   










 







 (9)

여기서, ∆는 영상간의 시간 간격을 의미하며, 상기와 같이 

추적한 다수의 이동 물체들의 위치는 
   로 정의한다. 여기

서, 
   는 추적중인 번째 이동 물체의 위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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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이동 물체의 식별된 위치 예측 방법

Fig. 11 The prediction method for identified location of the 

moving object

다음,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색상을 지닌 다수의 이동 물체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강인한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9는 이

동 물체를 추적하는 도중에 인식에 실패하여 다른 이동 물체를 

동일 물체로 인식하게 된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전 영상

(t-1_frame)에서는 인식된 이동 물체 (빨강)와  (노랑)

에 대하여 식별(
), 추적(

)에 성공한 것을 나타낸다. 그리

고 현재 영상(t_frame)에서는 어떠한 환경적인 변수로 인해 이동 

물체 가 인식에 실패하여 다른 이동 물체가 동일 물체로 인

식된 결과(주황)를 도시하였다. 

여러 실험에 의하면, 인식에 실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

가 있다.

1) 검출된 움직임 영역을 이동 물체 영역으로 인식하기 위한 

라벨링 과정에서 물체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이동 

물체 영역이 가려져 배경의 잡음으로 간주 될 경우.

2) 유사한 색상을 지닌 이동 물체가 동일한 물체로 인식되는 

경우.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경우로 인해 동일한 물체로 인식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그림 10과 같이 인식, 식별, 추적

에 성공한 모든 이동 물체들의 위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거리 만큼의 가상 영역을 지정한다. 이때, 그림 9의 현재영상

(t_frame)에서 인식에 실패한 이동 물체의 위치는 이전 영상에서 

지정한 가상 영역 안에 있다고 가정하며, 만약 가상 영역 안에 

인식된 위치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를 (X)로 도시하였다.

그림 10 가상 영역을 이용하여 이동 물체의 동일성 판단

Fig. 10 The identity judgement of the moving object using 

a virtual area

다음, 인식된 이동 물체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

을 경우에는 식별 위치 또한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동 물체

의 식별 위치 
를 예측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이전 영상

(t-2_frame)에서의 추적 위치 
(Previous object)로부터 이전 

영상(t-1_frame)의 칼만 필터가 적용된 추적 위치인 
의 거리 

만큼 이동한 위치를 현재 영상에서의 식별 위치로 예측한다. 

그림 1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도시한 결

과 그림이다. 상기 방법을 통해 인식되지 않은 이동 물체의 식별 

위치를 예측함으로써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12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강인한 추적 결과 

Fig. 12 The robust tracking result using the proposed 

method

그림 13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인식되지 않은 이동 물체

의 식별 위치를 예측하고, 추적한 결과 영상으로, 여기서 추적된 

위치는 숫자로 도시하였다. 

 

   (a) 이동 물체 추적 결과 1    (b) 이동 물체 추적 결과 2

그림 13 칼만 필터를 이용한 이동 물체 추적 결과

Fig. 13 Tracking results of moving objects using Kalman 

filter

그림 13(a)는 두 이동 물체 모두 인식이 잘된 경우 추적 결과

를 나타내고, 그림 13(b)는 하나의 물체만 인식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동 물체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적 위치를 예측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적에 성공한 결과를 보

여준다. 

다음, 이동 물체 간의 겹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

인 추적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입력

된 영상에서 검출된 이동 물체의 머리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 

템플릿 매칭 기법을 이용한다[21]. 템플릿 매칭은 입력 영상에서 

템플릿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며, 본 논문에서는 템플릿 

매칭 기법 중 NCC(Normalized Cross Correlation) 기법을 이용

한다. 이용할 템플릿 이미지는 2.2절의 분류된 이동 물체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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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머리 영역을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머리 영역을 인식하기 

위한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하여 이동 물체 영역 중 축을 기준으

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블록을 해당 물체의 머리로 인식하였

다. 다음으로, 적용할 템플릿 이미지와 입력 영상과의 관계 맵 

 을 구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10)

여기서, 관계 맵이란 계산하여 나온  에 해당하는 실수 

값을 0~255 단계의 음영 값으로 변환하여 화소별로 적용한 것을 

말한다. 식 (10)에서  는 입력 영상,  는 템플릿 이미지를 의미

하며, 상기 과정을 통해 생성된 관계 맵에서 최대값을 갖는 좌표

가 템플릿 이미지와 가장 일치하는 지점이다. 

  

그림 14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머리 영역 인식 결과

Fig. 14 Recognition results of head region using a template 

matching

템플릿 매칭 기법을 이용해 머리 영역을 인식한 결과 영상은 

그림 14와 같으며,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이동 물체간의 겹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4에서 템플릿 매칭을 이용해 머리로 인식된 영역과 추적중인 

두 이동 물체간의 중심 위치를 이용하여 두 이동 물체간의 겹침

을 판단하기 위해 를 계산한다. 두 이동 물체간의 겹침 여부를 

판단하는 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그림 15에 도시된다. 

그림 15 이동 물체간의 각도()

Fig 15 The angle() between moving objects

그림 15에 의하면, 먼저, 
 와  

 간의 중심 위치를 

로 정의하고, 머리로 인식된 영역의 중심 위치를 각각 
 ,  



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는 번째 머리 영역 의 중심위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와  

  위치에 대한 유클리디언 

거리 값이 사용자가 정의한 거리 보다 작을 경우 두 이동 물체

는 그룹(group)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각각의 이동 물체에 대한 

와   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은 식 (11)과 같으며, 계산된 

는 식 (12)를 적용하여 이동 물체 간의 겹침 여부를 판단한다.

  tan

  (11)

         
 (12)

다음 그림 16은 이동 물체 간에 겹침 여부를 판단한 결과 영

상이다. 여기서, 빨간색 직선은 식 (12)를 통해 이동 물체가 겹침

(occlusion)으로 판단 된 것을 의미하고, 흰색 직선은 비겹침

(non-occlusion)으로 판단 된 것을 의미한다. 

 

         (a) 겹침영상                (b) 비겹침 영상

그림 16 이동 물체 간의 겹침 여부 판단

Fig. 16 Determination of the occlusion between moving 

objects

본 논문에서는 그림 16(a)의 결과 영상에서 두 이동 물체 중 

하나의 물체가 겹쳤으므로 두 물체가 교차한다고 판단한다. 여기

서, 교차됨으로써 인식되지 않은 이동 물체의 식별 위치를 얻기 

위해 앞서 제안한 식별된 위치 예측 방법을 이용한다. 상기와 같

은 겹침 판단은 두 이동 물체가 교차, 또는 비 교차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인한 추적이 가능하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제안된 알고리즘

제안하는 유사한 색상의 지닌 다수의 이동 물체 영역 분류 및 

식별과 추적 알고리즘의 전체 시스템 블록도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은 크게 이동 물체 검출, 인식, 분류, 식별, 그리고 추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이동 물체 검출 : 입력 영상에서 움직임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GMM 기반으로 배경을 모델링 한다. 모델링 된 배경에서 

움직임 물체를 검출하였을 때 검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빛의 반사

나 잡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영상의 이진화와 모폴로지 연산 기

법을 이용한다. 

2) 이동 물체 인식 : 모폴로지 연산을 통해 얻어진 움직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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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안하는 시스템 블록도

Fig. 17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a) 31 frame             (b) 182 frame

 

         (c) 196 frame              (d) 216 frame

 

         (e) 225 frame              (f) 240 frame

그림 18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추적 실험 결과

Fig. 18 Tracking result of moving object using the 

proposed method

 

         (a) 31 frame               (b) 182 frame

 

         (c) 199 frame              (d) 216 frame

 

         (e) 240 frame              (f) 246 frame

그림 19 CAMshift와 Kalman filter를 이용한 이동 물체의 추적 

결과

Fig. 19 Tracking result of moving object using CAMshift 

and Kalman filter

역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라벨링을 수행한다. 라벨링 수행 

결과 인식된 이동 물체가 있다면 이동 물체 분류 단계로 넘어가

며, 인식된 결과가 없고, 이전 영상에서 추적중인 이동 물체가 있

을 경우 식별된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간다. 추적중

인 이동 물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동 물체 검출 단계가 수행된다.

3) 이동 물체 분류 : 라벨링을 통해 인식된 영역을 이동 물체 

영역으로 간주하여 ROI를 지정한다. 그리고 지정된 ROI 영역을 

분할하고, 이동 물체 고유 영역과 배경을 분류하기 위한 기법을 

수행한다.

4) 이동 물체 식별 : 다수의 이동 물체 검출시 배경으로부터 

분류된 이동 물체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HSV 컬러 공간 기반의 

색상 비교 매칭 기법을 수행한다. 그 다음 색상 매칭이 완료 된 

영역들을 분류하고, 한 개의 군집으로 모델링한다. 여기서, 모델

링 된 군집에서의 무게 중심 위치를 이동 물체의 식별 된 위치

로 선정한다.

5) 이동 물체 추적 : 식별된 이동 물체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칼만 필터를 이용하며, 추적중인 이동 물체들이 

그룹인 경우 템플릿 매칭을 이용하여 이동 물체들의 겹침 유무를 

판별한다. 만약 겹쳐진 경우 식별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간다.

3.2 실험 결과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는 i5-2500 3.3GHz CPU, 4GB 

RAM, GT450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 PC를 사용하였으며, 640x480 

화소, 초당 15[frames]의 IP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실험 환경은 

실내 공간에서 인상착의가 유사한 색상을 지닌 두 사람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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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 대한 x축 좌표 위치

(b) 에 대한 y축 좌표 위치

그림 20  추적 결과

Fig. 20  tracking result

(a) 에 대한 x축 좌표 위치

(b) 에 대한 y축 좌표 위치

그림 21  추적 결과

Fig. 21  tracking result

카메라에서 검출 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8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출된 두 사람에 대하여 

식별하고, 추적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19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중명하기 위해 Ling 등[21]이 제안한 방법과 비교한 

영상이다.

그림 18의 결과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방법은 두 이

동 물체의 색상정보가 유사한 경우에도 추적에 성공한 결과를 보

여준다. 하지만 그림 19의 결과 영상을 보았을 때 두 이동 물체

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추적 성능은 우수하지만, 유사한 

색상을 지닌 두 이동 물체가 겹쳐진 경우에는 추적 성능이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0과 21은 영상에서 추적중인 이동 물체들의 실측 위치

(GT, Ground Thrust), 제안된 방법 및 CAMshift와 Kalman 

filter[22]를 적용해 추적된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실측 위치에 

대한 누적 오차율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표 1 누적된 위치 오차율 비교

Table 1 Comparisons of error rate of the cumulative 

locations

ID Proposed method
CAMshift+

Kalman filter [21]

 19.9% (Pixel) 51.9% (Pixel)

 25.7% (Pixel) 50.7% (Pixel)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색상을 지닌 다수의 이동 물체 영역 분

류 및 식별과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먼저, 이동 물체를 검출

하기 위한 방법으로 GMM 기반 배경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였으

며, 검출된 이동 물체 영역에서 그림자 및 잡음 제거를 위해 영

상의 이진화와 모폴로지 기법을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검출된 

이동 물체 영역은 라벨링을 통해 인식하였으며 인식된 이동 물체 

영역으로부터 배경 영역을 제거하기 위한 영역 분류 기법을 제안

하였다. 또한, 분류된 이동 물체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과 식

별된 위치를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사

한 색상 정보를 지닌 다수의 이동 물체들이 검출 되었을 경우 

효율적인 추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방법은 여러 실험을 통해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함을 증명했

으며 여러 실시간 실험을 통해 그 응용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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