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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화소값 차 상 기법이 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동작정보 감지에 취약한 

을 보완하기 하여 실시간 상 처리를 목 으로 연속된 임(Frame)에서 움직임이 있는 임을 

찾아내고, 움직임 역을 추출하는 움직임 검출에 한 연구를 통해 웹캠 기반의 객체 감지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 시스템은 단일 객체뿐 아니라 다  객체의 움직임까지 악할 수 있다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1. 서론

  최근 상감시시스템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연속

으로 입력되는 동 상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를 추론하는 

기술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시차를 두고 연속

으로 입력되는 시변 상(Time-Varying)에 한 분석은 

상인식(Image Recognition)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

으며 이는 군사  보안 산업 분야에 용될 수 있는 흥

미롭고 유용한 연구 분야이다[1,2].

  일반 으로 실시간 역 추출에는 동 인 화소변화에 

해서는 빠르게 근할 수 있는 화소값 차 상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소값 차 상 기법은 속으로 움

직이는 물체의 동작 감지에 하여 취약한 단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상에 있어 속의 동작정보 감지를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웹캠 기반의 객체 감지시스템을 제안하

여 감지 상에서 동 인 물체를 쉽고 빠르게 검출 할 뿐

만 아니라 기존의 화소값 차 상 기법의 단 을 보완하여 

속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재 임에 배경 

임을 이동시키는 차연산 기법을 연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련연구

로 차 상 동작 정보 검출과 차 상 분석기법에 하여 

연구하고 3장에서는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을 설계한

다. 끝으로 4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 가천 학교 일반 학원 자계산학과 석사과정

** 가천 학교 일반 학원 자계산학과 박사과정

*** 가천 학교 IT 학 정교수(교신 자)

2. 련연구

2.1 차 상 분석 기법  

  차 상은 시차가 있는 두 상의 명암차를 이진화 하여 

동작 역과 정지 역으로 구성된 상을 의미한다.

  차 상 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연속 인 상 

임의 차 상을 이진화한 뒤 CCL(Connected Component 

Labeling)에 의해 이동 물체를 분리하는 방법과 연속 인 

입력 상에서 배경을 추정한 뒤 재 임과 추정된 배

경의 차이에 임계치 연산을 용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검

출하는 방법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3].

 ① 장  : 차 상을 이용한 이동물체 검출  추  알고

리즘은 비교  간단하고 처리 속도가 빠름

 ② 단  : 카메라가 움직이는 상황과 속으로 이동하는 

물체 감지에는 용이 어려움

2.2 차 상 동작 정보 검출

  화소값 차 상 동작 정보 검출을 해서는 기본 으로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차 상 동작 정보 검출은 물체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시

차가 있는 두 상 간의 명암차를 이진화(Binary-Coded) 

하여 물체 이동에 의해 형성된 동작 역과 배경의 정지 

역을 분리한 후, 분리된 역을 분석함으로써 물체의 동

작 정보를 검출 한다. 그림 1은 압축 기반 동착 흐름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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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압축 기반 동작 추출 흐름

  차 상의 동작 역은 물체 이동에 의하여 형성되는 

역으로 물체의 이동에 따라 드러나는 배경 역(Uncover 

Area)과 감추어지는 배경 역(Covered Area)으로 구성된

다. 드러나는 배경 역은  시 (Previous Time)에서 

이동 물체가 치하던 역의 일부를 나타내고, 감추어지

는 배경 역은  시 (Current Time)에서 이동물체가 

치하는 역의 일부를 나타낸다[4~7].

3.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 설계

3.1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차 상 기법을 보완하여 웹캠을 

기반으로 하는 다  객체 감지시스템을 설계하 다. 그림 

2는 객체 감지 시스템의 개요도이다.

(그림 2) 웹캠 기반 객체 감지 시스템 개요도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 설계를 하기 한 요구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부분의 카메라는 이미지에 노이즈가 생성되기 때문

에  움직임이 없는 곳에 이미지를 얻어야 함

② 객체가 감지될 때는 최 한 빠르게 감지될 수 있도록 

안정된 퍼포먼스를 보여  수 있어야 함

3.3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은 웹캠

을 통해 상 임을 연속 으로 얻게 되는데 이때 

재 임에 배경 임을 이동시켜 움직임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차에서 재 임에 지정된 임계값을 사용하여 

임계값 보다 작은 값을 가진 부분은 움직임이 없는 배경

으로 구별하고 임계값 보다 큰 값을 가진 부분은 움직임

이 있는 객체로써 구별한다. 웹캠 기반 객체 감지 시스템

의 논리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다  객체 감지 시스템 구조도

  움직임이 있는 객체를 구별 후 객체가 단일이 아닌 다

 객체를 감지하기 해서 BlobCounter 사용하여 객체의 

수와 치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는 시스템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해당 화면에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감지 메시지가 메시지 박스로 표기되어 사용자로 하여  

실시간으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다.

3.4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 설계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은 카메라로 입력된 상을 

받기 해 해당 카메라를 가장 먼  선택한다. 그 후 카메

라를 통한 상이 모니터에 출력이 된다.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의 동작 차는 그림 4와 같이 설계하 다.

(그림 4) 다  객체 감지 시스템 동작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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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메뉴에는 단순히 상만 출력하는 None 버튼과 

다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Multi-Detection 버튼, Motion Alarm 버튼이 있다.

  다  객체 감지시스템 버튼을 르게 되면 해당 상에

서 발생되는 움직임을 즉각 으로 감지하여 객체의 수와 

치를 표시한다. 한 Motion Alarm 버튼을 사용하면 객

체의 움직임이 모니터에 감지되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 움

직임에 한 경고를 한다. 

4. 결론

  상에서 물체의 동작정보를 분석하기 하여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소값 차 상 기법은 동 인 화소변

화에 해서는 빠르게 근 할 수 있으나 속으로 움직

이는 물체를 감지에 취약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하여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을 제안하 고, 제안시스템은 속으로 동작하

는 물체를 감지할 때 정확성이 떨어지는 기존 차 상 기

법을 개선하 고 단일 객체뿐 아니라 다  객체의 움직임

까지 악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제안하는 웹캠 기반 객체 감지시스템은 감지 상에서 

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재 

임에 배경 임을 이동시켜 차연산을 하 다. 한 

차연산을 통해 얻어진 움직임 값과 비교될 임계값은 상황

에 따라 정 임계값이 용될 수 있도록 동  임계값을 

용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든 물체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웹캠 기반의 객체 감지시스템은 차

상 기법의 단 을 보완하여 속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시스템 성능 향상의 기 자료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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