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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CCTV 영상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분

석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은 영상 속 객체를 찾고 이 객체의 메타데이

터를 통해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수행한다. 하지만 영상 속 객체의 로그가 항상 정확하지 않다. 현재의 객체 인식 기술로는 

CCTV 영상의 밝기, 해상도 조건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심하고, 영상의 프레임 대비 빠르게 움직인 CCTV 영상 속 모든 객체

를 사람이 인식하는 정도로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동 객체의 크기, 위치를 분석한 메타데이터에는 에러가 포함되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에서 분석한 영상 속 객체의 프레임 메타데이터 에러를 학습기반 실시간 에러 필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개선하여 에러가 필터링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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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은 컴퓨터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영상에서 객체를 탐지하고, 이 객체의 위치, 크기, 색상 등의 메타데이

터를 이용하여 지능형 분석을 진행한다. CCTV 관제 시스템의 특성상, 

적게는 수백개 많게는 수천개의 카메라 채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 해야 하고, 이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과 연산량의 관리가 필요하다.[1] 또한 영상 

데이터의 특성상 객체 탐지 데이터의 정확도가 영상의 해상도, 밝기에 

의존적이기 때문에[2] CCTV의 설치 위치, 성능, 촬영 시간대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레임 대비 빠르게 이동하는 객체의 메타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기 쉽다.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점을 

해결하려 많은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정된 컴퓨팅 

자원과 더불어 실시간 분석을 위해 연산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1) 가능한 적은 메모리 사용으로 영상 

메타데이터의 에러를 필터링할 수 있으며, 2) 각 카메라 환경에 의존적

이지 않은 에러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3) 가볍고 

빠른 연산을 통해 실시간 에러 필터링이 가능 해야하며, 4) 객체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낮은 해상도의 카메라 데이터 등 에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메타데이터에 대하여 높은 정확도의 에러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전제로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된 에러 

필터링 알고리즘의 제시와 함께 이 알고리즘을 통한 실제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의 정확도 개선 효과를 기술한다.

II. Preliminaries

2.1 Related works

영상의 객체 인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객체의 생성점과 소멸점 분석을 통해 오경보율을 낮추는 

연구[3], 이중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려진 객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4]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위한 

객체 추출 및 추적 기술에 대한 연구[5] 등 CCTV 영상에서 객체를 

추출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Ⅲ. Algorithm

본 알고리즘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 발생한 객체의 메타데이

터를 받아 각 카메라 채널, 시간대, 부분 영역 별로 학습된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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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정상 변화율에 따라 에러를 필터링하고, 이 데이터를 지능형 

관제 시스템에 보낸다. 본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객체 

데이터의 정상 변화율에 대해 학습하는 부분과 객체의 정상 너비 

및 높이를 학습하는 부분, 실시간에 발생한 데이터를 학습된 데이터와 

비교하며 비정상 로그를 필터링하는 세 가지 파트로 나뉜다.

3.1 객체 데이터 변화율 학습

본 알고리즘에서는 영상에서 매 프레임 발생하는 객체 메타데이터

를 이용하여 객체 로그의 정상적인 변화율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을 할 때, 영상의 원근 혹은 카메라 각도의 대응하기 위하여 

영상을 m*n 영역으로 나누고, 이러한 부분 영역에 대하여 각각 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객체 인식의 노이즈를 제거 하기 위해 부분 영역 

별 객체의 너비 및 높이의 정상 범위 학습을 진행한다.

객체 데이터 변화율에 대한 학습은 객체의 프레임 당 크기 변화율, 

방향 변화율에 대해 이루어진다. 각각의 학습은 객체 데이터가 발생한 

채널, 부분 영역을 키로 진행된다. 실시간 학습 및 연산을 위해 각 

키 별로 인메모리 상에서 학습을 진행하며, 가벼운 연산과 적은 메모리 

사용을 위해 각 키 별로 크기 및 방향의 변화율에 대한 평균, 편차 

정보만 메모리 상에 저장하고 사용한다. 이 값들은 인메모리 상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며, 각 학습을 통해 영상의 특정 영역에서는 

특정 범위만이 수용 가능한 메타 데이터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변화율 

범위를 벗어난 메타데이터는 객체 인식의 에러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 하여 지능형 CCTV 분석에 사용하지 않는다.

3.1.1 객체의 크기 변화율 학습

컴퓨터 비전의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의 객체에 대한 

인식을 수행할 때, 특정 객체를 추적하다가 순간적으로 객체가 겹칠 

경우 이를 합쳐서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객체 

인식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은 한 사람을 하나의 객체로 판단하다

가, 객체의 겹침이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여러 사람을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게 된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비정상적인 프레임 당 객체의 

크기 변화가 발생한다. 이를 필터링 하기 위해 객체의 크기 변화율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객체의 크기 변화율에 대한 학습은 객체가 

등장했을 때, 객체가 현재 속한 부분 영역 별로 객체의 크기를 계산하고, 

이를 추적하며 객체가 영상에서 사라질 때 까지 매 프레임 마다 

이전 프레임과의 크기 차이를 학습 데이터에 반영한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영상의 부분 영역 별 정상 크기 변화율의 분포를 알 수 있다. 

Fig. 1. 프레임 당 객체의 크기 변화가 큰 사례

3.1.2 객체의 방향 변화율 학습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에서는 객체의 이동 경로 혹은 매 프레임

에서의 이동 방향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객체의 방향 데이터

에 에러가 포함될 경우 전체 시스템의 오탐지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림 2]는 객체 메타 데이터에서 프레임 당 방향 변화가 작은 경우로, 

붉은 선의 프레임 당 객체의 방향 데이터가 비교적 고른 반면, [그림 

3]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객체의 방향 변화가 크게 인식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에러의 필터링을 위해 부분 영역에서의 

프레임 당 객체의 방향 변화율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러 필터링을 진행한다. 방향 변화율 학습도 

객체가 등장했을 때, 각 부분 영역 별로 객체의 프레임 당 방향 

변화율 데이터를 추적하며 학습 데이터에 반영 한다.

Fig. 2. 프레임 당 객체의 방향 

변화가 작은 사례

Fig. 3. 프레임 당 객체의 방향 

변화가 큰 사례

3.2 객체의 너비 및 높이 학습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영상에서 객체를 인식하면 빛 혹은 그림자

와 같은 원하지 않은 객체를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데이터

를 필터링하기 위하여 영상의 부분 영역에 대한 객체의 너비 및 

높이 학습을 진행한다. CCTV 영상의 특성 상, 영상의 각 부분 영역 

마다 자주 출현 하는 객체의 종류가 다르고, 원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부분 영역에서의 평균적인 너비와 높이가 다르다. 이러한 

정보를 학습하여 잘못 인식된 객체 혹은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에

서 추적하기를 원하지 않는 객체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다. 너비와 

높이는 부분 영역 별로 매 프레임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학습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

Fig. 4. 창문에 비친 빛을 객체로 인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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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정상 로그 필터링

3.1과 3.2에서 학습된 부분 영역별 정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에 발생하는 객체 로그 메타데이터를 필터링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데이터의 평균과 편차를 이용하여 비정상 로그를 판단 하였으며, 

정상 객체 데이터는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에 전송을 하고, 

비정상 객체 데이터의 경우 필터링 원인과 비정상 정도를 보관하여 

필터링 정확도의 검증에 사용한다.

Ⅳ. Experiment

4.1 실험 환경

본 실험은 Intel E3-1279 V6 CPU 3.8GHz, 16G RAM에서 

본 연구를 위해 자체 개발한 Java 에러 필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되었고, 영상데이터의 객체 인식을 위해 협력 기관인 Intellivix사

의 실시간 영상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했다. 실험 데이터

는 오산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CCTV 영상을 사용했으며 각 영상은 

30 FPS와 960*540과 1920*1080 두 해상도 환경에서 실험되었다. 

4.2 실험 결과

4.2.1 부분 영역 별 학습 데이터 차이

본 실험은 영상의 영역 별로 본 연구에서 학습하는 데이터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표 1]은 [그림 5]처럼 

영역을 총 9개(3*3)의 부분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 별 학습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학습이 진행된 부분 영역(3*3)

영역 

번호

평균 

크기 

변화율

평균 

방향 

변화율

평균 

너비

평균 

높이

필터링 

수

1 0.043 0.023 127.1 138.3 13

2 0.053 0.043 99.1 87.1 341

3 0.048 0.081 39.3 54.7 73

4 0.075 0.128 464.5 358.6 855

5 0.116 0.149 308.5 243.9 783

6 0.087 0.014 57.19 107.1 118

7 0.094 0.081 483.7 416.5 381

8 0.068 0.043 504.5 476.1 58

9 0.050 0.018 122.4 236.1 189

표 1. 영역 별 학습 결과

[표 1]의 부분 영역 별 학습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된 

크기 변화율, 방향 변화율의 평균이 영역 별로 차이를 보인다. 카메라와 

객체의 거리, 객체를 인식할 때 가리고 있는 장애물 등에 따라 객체 

인식의 정확도가 달라지고 영역 별로 객체의 평균적인 너비와 높이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객체의 정상적인 크기, 방향 변화율 혹은 너비와 

높이를 이용해 객체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 영역 별 필터링이 효과적임

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영역 4, 5에서 많은 수의 필터링이 

발생했다. 필터링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영역 4의 이동하는 사람 

객체 간의 겹침이 발생하거나, 전봇대 혹은 철제 구조물로 인해 객체 

인식에서의 에러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역 5의 경우 

움직이던 객체가 깃발에 가려지거나 두 차량을 한 객체로 잡는 등의 

객체 인식 에러가 발생했다.

4.2.2 에러 필터링 효과

본 연구의 영상 객체 인식 로그 에러 필터링을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에서 활용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960*540 해상도 

영상에서는 17.5%의 정확도 향상을 보였고, 1920*1080 해상도 

영상에서는 12.5%의 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낮은 해상도의 영상에서 

객체 인식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에러 필터링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확도 향상의 요인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객체의 움직임에 대해 심한 노이즈가 발생한 것을 필터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빛과 그림자와 같은 객체가 아닌 것을 필터링 

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였다. 객체의 빠른 가속으로 인해 발생한 

정확하지 않은 객체 메타데이터를 필터링하였고, 객체의 겹침 현상으

로 인한 객체 인식 에러도 필터링 하였다. 본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영상 상에서 객체의 체류 시간에 따른 필터링 등의 추가 

로직을 통한 정확도 향상도 있었다.

Fig. 6. CCTV 관제 시스템에서의 에러 필터링 효과

요인 비율(%)

객체의 움직임에 대한 심한 노이즈 필터링 43

빛, 그림자(객체가 아닌 것) 필터링 19

빠른 가속으로 인한 객체 인식 에러 필터링 15

객체 여러개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한 것 필터링 6

기타 17

계 100

표 2. 필터링으로 인한 정확도 향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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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부분 영역 별로 크기 및 방향의 변화율과 너비, 

높이의 학습을 통해 실시간 객체 인식 메타데이터의 에러를 필터링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본 알고리즘이 관제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했음을 보였고, 특히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영상 메타데이

터를 처리해야하는 관제 시스템에서 적은 연산량의 인 메모리 상 

가벼운 알고리즘을 통해 객체 인식 에러 로그를 필터링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으로 객체 인식의 정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환경에서의 낮은 영상 해상도, 객체를 가릴 수 있는 

물체 등으로 인한 정확한 객체 인식의 어려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에러 필터링 등이 요구 되는 실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위해서는 

객체 인식 에러 보정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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