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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하드웨어 기술과 컴퓨터를 이용한 신호처리 및 비젼 기

술의 발전에 따라 물체의 자동인식 및 추출 그리고 추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물체 추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도로에서의 차량감

시, 기상관측, 교통량의 관측, 인공지능 원격 화상회의 및 이동로봇의 자동 주행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체 

추적 시스템이란 카메라로부터 연속적인 상을 입력으로 받아들여 물체의 움직

임을 탐지하는 것이다. 물체 추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 본 보고서

에서는 히스토그램의 밝기 값 변화, 차 상 분석, 윤곽선, 물체의 특징 등을 이

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이동 로봇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각각의 기법들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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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cently,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the object are actively 

studied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signal processing  and vision 

technology using improved hardware  and software. The object  tracking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such as road watching of the 

vehicles, weather satellite, traffic observation, intelligent remote 

video-conferences and autonomous mobile robots. Object tracking system 

receives subsequent pictures from the camera and detects motions of the 

objects in these pictures.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 various object tracking 

techniques  such as brightness change using histogram characteristic, 

differential image analysis, contour and feature extraction, and try to find 

proper methods that can be used to mobile robots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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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이미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젼, 그리고,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상 처리의 응용

으로 군사(목표물 추적), 보안(무인 감시), 의료(암세포 인식), 산업, 패턴 인식, 

광학, 문자 인식(인쇄체, 필기체 문자 인식), 로보틱스, 음성 타자기, 음성 분석 

및 인식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다. 컴퓨터 사용의 증가와 하드웨어 성능

의 향상으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여러 분야에서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디오 상에서 물체의 움직임 검출 및 추적은 물체 

추적, 침입자 감시 시스템, 교통 감시 시스템등 비디오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체 추적 시스템이란 카메라로부터 연속적인 상을 입력으로 받아들여 물체

의 탐지기법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하고 탐지된 물체의 움직임의 궤

도를 추적하는 것이다[1]. 지능형 횡단보도 제어시스템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은

행이나 기타 보안이 요구되어지는 곳에 상감지기로써 무인경비시스템의 구축

에 적용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자동차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통행량측정에 적용이 

가능하며 기타 물체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추적을 요하는 시스템에 적용 할 수 

있다. 

  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검출한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물체와 움직임이 

없는 배경을 서로 구별시켜 주는 것이다. 기존의 움직임 검출은 장면 차이

(Frame Differencing), 히스토그램의 밝기 값 변화, 색상 변화 등을 이용한 방법

들이 있다. 이와 같이 차 상(Difference Image)분석이나 특징 벡터를 이용한 방

법은 수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정된 임계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조명이 변하거나 비디오 상에 잡음이 있을 때 부적절하다. 그리고 

물체를 추적하기 위한 연구에는 3 차원 모델에 기반한 방법, 특징값에 기반한 방

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물체의 움직임 방향이나 속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까지 추정함으로써 계산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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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물체 추적 방법 

-3D 모델 기반의 방법

  소수의 물체에 대해 정확성이 높은 모델과 궤적을 복원, 상세한 기하학적 물체

의 모델이 주어져야하는 단점

- 역 기반의 방법

  연속 상에서 연결된 역을 구하고 상관관계 측정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

체를 추적, 현재의 배경을 측정하여 입력되는 상과의 차 상에서 물체를 검출. 

혼잡한 물체의 상태에서 각각의 물체를 분할해야 하는 단점

-능동 윤곽선 기반의 방법

  물체의 경계진 윤곽선을 표현하고, 그것을 동적으로 갱신하면서 추적하는 방

법, 역 기반에 비해 복잡한 계산이 줄어든다. 부분적 가려짐이 발생할 경우 물

체를 분할할 능력이 없다.

-특징 기반의 방법

  물체 전체를 추적하지 않고, 국부특징을 추적하는 방법. 부분적인 가려짐이 있

어도 보이는 부분의 특징만으로 추적이 가능 

제 1 절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

  이동 물체를 추적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 백 프로젝션, 히스토그램 인터섹션 

그리고 XY-프로젝션을 이용하여 물체를 상에서 분할하고 정합하여 물체를 추

적한다[2][3]. 이 모델은 물체의 이동, 회전, 크기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처

리 속도가 빨라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상황에도 물체 분할과 정합을 하는데 적합

하다.

1. 물체 분할 및 정합

가. 히스토그램 백 프로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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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내에서 물체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4][5], 입력 상 I(x,y)의 히스토

그램을 HI(j)로 정의하고 모델이 되는 물체의 히스토그램을 HM(j)라고 정의한다. 

HR(j)는 HM(j)을 HI(j)으로 나눈 히스토그램으로 정의한다. HR(j)에 의해 역 투

된 상 B(x,y)를 구하게 되는데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x,y)의 최고 

값 근처에 물체의 위치가 있을 확률이 높다.

              

(1)H R (j)=
H M (j)

H I (j)
, B(x,y)=Min( H R (I(x,y)),1)

  집도 필터링(density filtering)을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D
r
은 반지름 r을 갖는 원형 마스크로 정의하고 식(2) 와 같이 나타낸다. 

                      D
r
x.y={ 10    

if x
2
+ y

2
<r

otherwise                      (2) 

   집도 필터링을 하기 위한 마스크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생성된 마스크에

서 원 내부의 값은 ‘1’로 두고 그 외의 곳은 ‘0’으로 설정한다.

        (a) 물체 상                            (b) 생성된 마스크

그림 1.  집도 필터링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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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히스토그램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 2.  집도 필터링 블록 다이어그램 

  집도 필터링과 히스토그램 백 프로젝션을 통해 물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림 3.  히스토그램 백 프로젝션과 집도 필터링을 수행한 결과

나. 히스토그램 인터섹션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은 고전적인 패턴인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3]. 이 방

법은 특징점으로서 히스토그램의 각 밝기값을 이용한다.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와 

동일한 물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을 이용하게 되는데, 결

과 값이 클수록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와 유사하다.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은 식(3)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n

j=1
Min( H I (j), H 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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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j)는 입력 상 I(x,y)의 히스토그램이고, HM(j)는 모델 상의 히스토그램

이다. 입력 상과 모델 상은 동일한 n개의 밝기 값을 갖고 있다. 모델 상의 

히스토그램과 입력 상의 히스토그램의 인터섹션의 결과는 입력 상에서 동일

한 밝기 값을 갖는 화소에 대응되는 모텔 상의 화소의 개수가 된다. 

  그림 4는 입력 상에서 모델 상과 같은 크기의 정합후보 상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정합후보 상 추출과정

  0 과 1 사이의 정합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인터섹션 값을 정규

화 시킨다. 모텔 상의 히스토그램에 대응되는 화소의 개수를 적용시키는데 정

규화 된 값은 식(4)로  나타낼 수 있다. 

                     

(4)H( I,M)=
∑
n

j=1
Min( H I (j), H M (j))

∑
n

j=1
H M (j)  

  배경에서 물체를 완벽하게 분할해 내키란 쉽지 않은데 만약 모델 내부에 있는 

화소가 같은 밝기 값을 갖는다면 정합 값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정합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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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체 내부의 특정 밝기 값을 갖는 화소의 개수가 모델 상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 화소 개수보다 적으면 정합 값이 높아진다. 

그림 5.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을 수행한 결과

다. XY-프로젝션 

  히스토그램 백 프로젝션을 사용하여 물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위치를 정합 후

보점으로 두고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을 적용하면 정합 하고자 하는 물체를 포함

하는 사각 창이 결과로 나온다. 여기에 XY-프로젝션을 수행하게 되면 물체를 정

교하게 찾아낼 수 있다[6][7]. 

  XY-프로젝션을 수행 과정은 사각 창안의 상에서 수직 에지 Vert(x,y,f)와 수

평 에지Horz(x,y,t)를 밝기 경사를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수직 에지를 x축으로 

투 하여 구한 결과를 w로 두고, 수평 에지를 y축으로 투 하여 구한 결과를 v

로 두는데 식 (5)와 식 (6)으로 나타낸다.

                   v=( v 1,…, v m,t)                  

(5)=( ∑
m

i=1
H( x i, y 1,t),…, ∑

m

i=1
H( x i, y n,t),t)

                   w=( w 1,…, w n,t) 

(6)=( ∑
n

j=1
V( x 1 , y j,t),…, ∑

n

j=1
H( x m, y j,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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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즈를 없애고 물체를 추출해 내기 위해서 임계값을 정하여 처리하도록 하

는데 임계값은 각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킨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의 1/2.5 배 

되는 것으로 정했다. 식 (7)과 식(8)로 임계값을 표현하 다.

                        

(7)V Thre=
1
2.5
Max{ v i∣1≤i≤m}

                        

(8)W Thre=
1
2.5
Max{ w j∣1≤j≤n}

  수직 에지를 x축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나온 값을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서 각각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조사한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계값보다 큰 

경우 물체의 좌우 외곽을 찾았다고 판단하고 멈춘다. 수평 에지도 이와 같이 처

리하여 물체를 추출해 낸다.

그림 6.  XY-프로젝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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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체 추적

  이동 카메라로부터 물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그림 7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Ii

는 i번 째 프레임의 입력 상을 나타내고, Ji+1은 i+1번째 프레임의 입력 상을 

나타낸다. RMi+1은 i+1번 째 프레임에서 구해진 추적 물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역을 나타내고 있다. Mi+1는 i+1번째 프레임에서 이전에 추적하던 추적모델과 

정합시켜 정교하게 추출된 추적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7.  물체추적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초기화된 추적 물체를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다음 프레임의 전체 역을 대상

으로 히스토그램 백 프로젝션을 사용하여 추적 물체를 대략적으로 분할해 내고,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을 이용하여 추적 물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역을 추출

해낸다. 후보 물체마다 추적하던 물체와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하여 가장 유사하

다고 판단되는 후보물체를 찾아낸 후 옵셋을 두어 추적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로 

가게된다. 조명의 변화나 상획득 과정에서 잡음이 첨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에 히스토그램을 응용한 알고리즘은 오차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보완하여 XY-프로젝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적 물체를 정합하고 

추출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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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초기화된 추적 물체 (b) 히스토그램 백 프로젝션을 수행한 결과

    (c)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을 수행한 결과 (d) XY-프로젝션을 수행한 결과

그림 8.  물체추적 결과

제 2 절  차 상과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방법

  움직임이 있는 역 탐지를 위해 차 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움직임이 있는 

후보 역을 검출하고[8], 검출된 후보 역에서 물체를 판별하기 위해 신경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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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마지막 단계로 판별된 물체의 위치 및 크기 정보와 웨이블릿 변화 

계수를 이용하여 물체를 추적한다.

1. 움직임 검출

가. 차 상 생성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간의 차 상(Dt)에서 변화된 픽셀 값이 임계값을 초

과하는 부분을 1, 나머지는 0 으로 할당한 이진화 상(Tt)을 생성한다. 현재 프

레임과 배경 이미지와의 차 상(Ds)도 같은 방법으로 이진화 상(Ts)을 생성한

다. Ds 상 내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뿐만 아니라 정지해 있는 물체 역도 검출

될 수 있다. 그림 9는 후보 역 검출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밝기 차이 상 Dt : Dt=∣Ik-1(x,y)-Ik(x,y)∣이고, 배경 이미지와 

현재 프레임의 밝기 차이 상 Ds : Ds=∣Ik(x,y)-Bk(x,y)∣  이다. (d)와 (e)는 

식 (9)에서 구해진 시간 차이 상(Tt), 배경 차이 상(Ts)이다. 임계값 t 는 적

응적 임계값(adaptive threshold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한다[9].

 T t (x,y)={ 1,0,  
if∣ D t (x,y)∣> t

otherwise , T s (x,y)={ 1,0, , 
if∣ D s (x,y)∣> t

otherwise    (9)

나. 후보 역 검출

  차 상 분석에 의한 이진화된 두 상에서 1로 할당되어져 있는 공통된 역

은 물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된 역이고 (그림 9 (f): Mt = Ts ∩ Tt), 나머지 

역(그림 9 (g) : Ut = Mt - Ts )은 정지해 있는 물체 또는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된 역이다.

  움직임이 검출된 역을 하나의 동일한 역으로 할당하기 위해 인접한 픽셀

의 연결성 성분을 조사하여, 일정한 수 이상 연결되어 있는 픽셀만 남기고 나머

지는 잡음 상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그림 9(h)는 차 상 분석에 의한 움직임 

있는 후보 역(Minimum Bounding Region, MBR) 검출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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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움직임 후보 역 검출

  차 상 분석에 의해 얻어진 사각형 후보 역(MBR)은 그림자 역이나 배경 

역도 같이 얻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림자 역 제거 과정을 거쳐 정확한 움

직임이 있는 후보 역만을 검출한다[6]. 검출된 m x n 픽셀 크기의 후보 역

에 에지맵 Ek(x, y)을 구하고, 이 에지맵에서 투  벡터인 vk, hk 를 얻는다. 그림 

10 는 정확한 후보 역을 검출하는 그림자 제거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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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v k=( v 1,…, v m)= ∑
m

i=1
{ E k ( x i, y 1 ),…, E k ( x i, y n)}

           

(11)h k=( h 1,…, h n)= ∑
n

j=1
{ E k ( x 1, y j),…, E k ( x m, y j)}

투  벡터 vm 와 hn 에서 최대값을 찾고, 그 값을 2 로 나누어 Tv 와 Tw 를 구

한 다    

(12)T v=
Max( v i∣1< i<m)

2
, T w=

Max( h j∣1< j<n)

2

수평으로 투 한 벡터 vm 에서 위쪽과 아래쪽부터 Tv 값을 초과하는 값, Tv(top)

와 Tv (bottom)를 찾는다. 또한 수직으로 투 한 벡터 hn 에서도 마찬가지로 왼

쪽과 오른쪽에서 Th 을 초과하는 값, Th(left)와 Th(right)를 찾는다. 찾아진 값들

은 검출된 후보 역에서 그림자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10.  MBR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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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망을 이용한 물체 판별

  검출된 후보 역에 물체를 판별하기 위해 신경망을 사용한다. 신경망의 입력

으로는 2-level haar 웨이블릿 변환을 통한 저주파, 수평, 수직, 대각 역의 계수

들을 사용한다[10][11]. 그레이 레벨의 자동차 상에서 multi-level 웨이블릿 변

환을 통한 계수들을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입력 패턴의 차원을 감소

시키고, 신뢰성 있는 물체 판별이 가능하다. 신경망의 학습에 오류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검출된 후보 역들을 신경망에 입력하기 위해 정보 손실

을 최소화하며, 정규화를 적용해야 한다. 

 32x32 픽셀 크기로 정규화한 상은 1-level 웨이블릿 변환하고, 64x64 픽셀 크

기로 정규화한 상은 2-level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각 서브 밴드의 계수들을 

신경망에 입력하여 검출된 후보 역에 자동차가 포함된 상인지를 판별한다. 

그림 11 는 자동차 판별을 위해 웨이블릿 변환 계수들을 입력하는 신경망의 구

조이다. 신경망의 입력노드 1024, 히든노드 350, 출력 노드 2 개로 구성된다.

그림 11.  Multi-level 웨이블릿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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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체추적

   웨이블릿 변환에서 얻어진 특징값들과 판별된 물체의 중심 좌표, 크기 정보를 

이용한다. 특징값으로는 아래 식(13), (14), (15)과 같이 판별된 물체의 평균(M)과 

이차(U2), 삼차(U3) 모멘트이다. S(i,j)는 웨이블릿 변환된 상이다.

                      

(13)M(I)=
1

N
2 ∑
N-1

i=0
∑
N-1

j=0
S(i,j)

                     

(14)μ 2 (I)=
1

N
2 ∑
N-1

i=0
∑
N-1

j=0
(S(i,j)-M (I) )

2

                

(15)μ 3 (I)=
1

N 2 ∑
N-1

i=0
∑
N-1

j=0
(S(i,j)-M (I) )

3

  현 프레임에 판별된 물체와 이전 프레임에서 인식된 물체 사이의 중심좌표의 

유사도를 비교하고, 현 프레임에서 판별된 물체의 크기 정보와 이전 프레임에서 

판별된 물체의 크기 유사도를 비교한다. 그리고 현 프레임에서 특정 임계치를 만

족하는 물체가 둘 이상이면, 웨이블릿 특징 값으로 얻어진 모멘트들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추적 단계가 끝나면 배경 상을 갱신한다. 갱신 방법은 그림 9(g) 상에서처

럼 움직임이 있는 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

운 배경 상(Bk+1)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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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물체 추적 흐름도

제 3 절  윤곽선 및  파라미터를 이용한 방법

  물체추적을 위하여 연속 상을 입력받아 축소 상을 만들어 움직임이 없는 부

분을 추출하여 초기 배경 상을 얻는다. 시간단축과 노이즈 제거효과를 얻기 위

하여 배경 상과 현재 상을 축소하고 차 상을 이용하여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추출한다. 추출한 부분에 볼록다각형을 이용하여 윤곽선을 구하고 물체를 인식한

다. 노이즈 제거를 제거하기 위해 모폴로지 필터를 이용한다. 칼만필터를 이용하

여 물체를 추적한다.

  

1. 배경 상 추출

  배경 상을 얻는 방법은 초기에 고정된 배경 상을 얻은 뒤 현재 상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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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의해 움직이는 물체를 추출한다. 

그림 13.  윤곽선 및 특징 파라미터 추출 알고리즘

  이 같은 방법은 배경부분의 변화를 물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정확한 물체추출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최신의 배경 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연속 상을 일정 수만큼 입력받아 움직임이 없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배

경 상으로 한다. 축소 상은 원 상에서 2×2를 하나의 블록으로 취한다[12]. 초

기에 여러 장의 상을 축소한 뒤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값에 대한 편차를 구하

여 일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최근의 블록을 취함으로써 최신의 배경 상

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초기에만 실현되며 축소된 현재 상과의 차 상

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있는 물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전의 배경 상에 반 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배경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다. 축소 상의 이용은 노이즈에 강하고 시간단축의 효과가 있다. 그림 14의 

(a)는 시스템 구동 초기의 여러 상을 축소한 상이고 그림 14의 (b)는 축소

상을 이용하여 얻어진 배경 상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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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4.  배경 상 획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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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체 분할

 

  현재 얻어진 상의 축소된 상과 이전의 그림 14의 (b)와 같은 축소된 배경

상의 차 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추출할 수 있다. 움직임이 있는 부분은 정확

한 형상은 아니지만 물체의 경계를 포함하는 블록으로 표현되며 보다 향상된 윤

곽선 추출을 위해 모폴로지 필터 처리를 함으로써 물체내부의 빈 공간을 채우고 

노이즈를 제거한다[13]. 볼록다각형을 이용하여 근사화된 윤곽선을 추출하고[14], 

얻어진 윤곽선의 정보는 원 상에 적용함으로써 그레이 레벨의 물체 정보를 얻

는다. 물체 특징은 칼만필터에 의해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주며 칼만필터의 예측값을 구하는데 사용한다. 특징을 얻을 경우에만 원 상을 

이용하고 그 이외의 모든 작업은 축소 상에서 이루어진다.

 

가. 국부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물체 추출

 

  움직임이 있는 물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배경 상의 변화를 반 하는데 

사용된다. 이전의 방법은 차 상에서 한개의 정해진 임계값을 사용했으므로 그림 

15의 (a)와 같이 물체 분할이 잘 되지 않으나 축소된 상을 이용한 차 상에 대

하여 16등분하고 분리된 각 역에 대하여 임계값을 달리함으로써 물체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전체 상으로부터 임계값을 정하는 것은 히스토그램이 완만

하게 감소하므로 임계값을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체 상을 l6등분하여 처리하

면 히스토그램이 일정 역에서 급격히 감소하므로 임계값을 결정하기 쉬우며, 국

부적으로 정해진 임계값에 의해서 물체의 추출이 가능하다. 그림 15의 (a)는 원

상에 대하여 차 상 방법을 이용하여 전역 히스토그램을 취한 결과이며 차량

이 잘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림 15의 (b)는 축소 상에서 l6등분한 각 

역에 대하여 국부 히스토그램을 적용한 결과 차량이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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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전역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이진화 상

(b) 국부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이진화 상

그림 15.  물체 추출 결과 비교

나. 모폴로지 필터에 의한 잡음제거 

  모폴로지 기법을 사용하여 축소 상에 의하여 얻어진 상의 약간의 노이즈와 

물체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침식(erosion)과 팽창(dilation)과

정을 조합시킴으로써 원하는 물체의 상을 얻을 수 있다. 팽창과정은 원 상에 

포함된 물체 역을 크게 하는 과정이다. 원 상을 A라 하고 B를 3×3 마스크로 

정의하면 팽창은 A⊕B={x|(B^x⋂A)≠∅}로 표현한다. B^x는 x만큼 움직인 B집

합이다. 반대로 침식과정은 원 상에 포함된 물체 역을 줄이는 과정으로 A⊖

B={x|(B)x ⊆ A}와 같이 정의한다. (B)x는 x만큼 움직인 B집합이다. B집합은 팽

창과 수축과정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모폴로지 필터는 팽창과 수축의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여기서는 (A⊖B)⊕B와 같이 정의된 필터를 사용했다. 

  그림 16의 (a)는 국부 히스토그램 분석으로 얻어진 그림 15의 (b)를 침식한 것

이며 그림 16의 (b)는 침식한 결과를 팽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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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침식 상                (b) 침식 후 팽창 상

그림 16.  모폴로지의 효과

다. 볼록다각형 근사화 

 

   (a)                            (b)

(a) 볼록 다각형의 왼쪽면에 관련된 가장 최근의 두 픽셀들에 대한 scanline의   

   맨 왼쪽 픽셀 pi 와 맨 오른쪽 픽셀 qi

(b) 최종 볼록 다각형

 그림 17.  볼록 다각형 근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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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다각형 근사화는 방법은 첫번째 scanline에서 시작하게 되고 각 scanline에

서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점을 찾게 된다. pi, qi는 현재 scanline에서의 맨 왼쪽과 

오른쪽 점이다. pi 이전에 검출된 두 끝점을 pi-2 = (xi-2, yi-2)와 pi-1 = (xi-1, yi-1)

라 두자. 현재 scanline에서 선택되는 맨 왼쪽 흑은 맨 오른쪽 점을 pi-1 = (xi-1, 

yi-1)라고 하고 pi-1이 볼록한 위치의 정점인지는 식(16)으로 판단되며            

   

(16)H i-1{
≤0   for p i-1 on the left side

> 0   for p i-1 on the right side

여기서 Hi-1는 세 점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다.

                     

(17)H i-1 = 
︳

︳

︳︳︳︳

︳

︳

︳︳︳︳

x i-2 y i-2 1
x i-1 y i-1 1
x i y i 1

 pi-1 점이 식(16)을 만족하는 정점이라면 볼록 다각형의 정점에서 pi-1을 제거하

고 pi 점을 새로운 정점으로 등록하게 된다. 

 그림 18의 (a)는 이진화 상을 나타내었고 그림 18의 (b)는 축소 상에서 얻어

진 윤곽선의 정보를 원 상에 나타낸 결과  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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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이진화 상으로부터 추출된 볼록다각형 윤곽선

(b) 볼록다각형 윤곽선을 원 상에 적용한 결과

그림 18.  물체 분할 결과

3. 특징 추출 

  움직이는 물체 추적을 위한 특징으로 물체의 전체 화소에 대한 원 내부의 화

소비를 나타내는 원분포, 2차 중심 도멘트 및 물체 중심에서 물체 윤곽선까지의 

최대․최소거리의 비를 사용하 다. 추출된 물체의 볼록 다각형 윤곽선의 원분포

를 c라 하고 이 윤곽선 내부의 화소수를 Nk라 한다. Rk는 물체중심에서 외곽선

까지의 최소거리 r
k
min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Rk의 중심점으로 부터 각 윤곽

선 점까지의 거리를 r
k
라 하고 그  최소값과 최대값을 r

k
min, r

k
max라 한다. 그림 

19는 그림 18의 (b)에서 1번째 물체에 대한 중심점과 최대․최소 거리에 의해 나

타나는 원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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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9.  물체화소의 원 분포

가. 물체 화소의 원분포

 

  윤곽선에 내접하는 원 내부의 화소 분포를 특징으로 택했기 때문에 물체의 크

기가 변하여 간격 자체가 변하고 물채화소의 수가 변하더라도 원분포값은 변함

이 없다. 값을 구하는 방법은 윤곽선에 내접하는 원 내부의 화소값을 더하여 원

에 포함된 화소의 갯수로 나눈다. 물체에서 k 역에 대한 원 분포 값을 구하는 

방법은 식(18)과 같다.

                              

(18)c k=
1
N k

∑
( x, y)∈ R k

I(x,y)

  I(x, y)는 상의 밝기값이다. 즉 물체 화소의 원분포는 볼록다각형 윤곽선 내

부에 형성되는 최대원의 평균적인 밝기이다.

나. 중심 모멘트 제곱의 합

  중심 모멘트는 식(19)로 표현, 이동과 회전에 변하지 않으며 각 물체의 형태정

보를 지니고 있으므로 물체인식의 특징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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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m
k
=

1
N k

∑
( x, y )∈ C k

[ (x- x k2 )
2
+ (y- y

k
2 )
2

] I(x,y)

중심 좌표값 식(20)이다.

            

(20)x
k
2=

∑
( x, y)∈ C k

xI(x,y)

∑
( x, y)∈ C k

I(x,y)
     y

k
2=

∑
( x, y)∈ C k

yI(x,y)

∑
( x, y)∈ C k

I(x,y)

다. 물체의 중심에서 윤곽선까지 거리의 최대․최소비

  물체의 중심에서 윤곽선까지 거리의 최대․최소비는 식(21)과 같다.

                          

(21)r k = 
r
k
min

r
k
max

  중심에서 윤곽선까지의 최대거리와 최소거리는 물체마다 다르지만 그 비 값은 

같다. 

4. 물체 추적 

  다중 물체 추적시의 데이터 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측정 과정을 탐색창 

안에서만 이루어고 탐색창 안에서 물체의 특징을 사용하여 추척하고자 하는 물

체를 인식한다. 탐색창은 추출된 물체 역에서 x, y의 최대․최소 좌표점을 칼만

필터에 적용함으로써 구해지며 다음 프레임에서 물체가 있을 수 있는 예측된 

역이다.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된 특징들은 분할된 물체

의 화소들이 가지는 원분포 c, 중심모멘트 제곱의 합 m, 중심에서 물체 윤곽선까

지 거리의 최대․최소비 r이다. 이 세 가지 특징값이 k번째 물체에 대한 특징 백

터를 이루게 되는데,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F k=( c k, m k, r k)

  탐색창 안에 2개 이상의 물체가 있을 때, 이전 프레임에서 기억된 물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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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탐색창 안에서 발견된 물체들의 특정을 비교해서 가장 짧은 유클리디안 거리

를 이용한다. 이전 프레임에서 저장된 추적하고 있는 물체의 특징을  F=(c, m, 

r)라하고, 현재 프레임의 탐색창에서 발견된 물체들 중 계속 추적해야할 가장 적

합한 물체로 판단되는 물체의 라벨을 k라고 하면, 다음 식 (23)과 같이 구해진다.

                 
(23)K= arg min( α ( c k-c)

2
+β ( m k-m)

2
+γ ( r k-r)

2

                       k

  여기서 α, β, γ는 가중치를 나타내며 특징값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그림 

20에 윤곽선 및 특징 파라미터 추출 알고리즘을 물체 추적 시스템에 적용한 블

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동작예측은 추출된 윤곽선의 위치와 형태정

보를 이용한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물체의 이동과 형태변화를 예측하 다.

그림 20.  물체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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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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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1. 다중 차량 추적 알고리즘 수행 결과

제 4 절  Autocorrelogram을 이용한 방법

  물체 판별을 위한 특징 추출 모델로서 Autocorrelogram을 사용한다. 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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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체의 이동, 회전, 크기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추적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다[15].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칼만 필터와 

Autocorrelogram을 사용하여 물체 판별 성능을 개선하고, Autocorrelogram만을 

이용하여 물체추적 속도를 향상시키며 탐색 역 테이블과 Autocorrelogram을 

이용하여 예측기능을 하여 물체의 추적 속도를 개선하 다.

  

 1. 물체 정합

   Autocorrelogram은 상의 각 화소가 갖는 명암도의 공간적 상호관계가 거리

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Autocorrelogram은 공간으로 확장된 히스

토그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모든 상의 Autocorrelogram을 구한 후 룩업 테이블에 저장 한 다음, 질의 

상의 룩업 테이블과 후보 상의 룩업 테이블의 각 명암도와 거리에 일치하는 

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해서 모두 합하여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이 리스트에

서 값이 가장 작은 후보 상을 유사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림 23은 그림 22의 상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난 후 만들어진 리스트를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의 image1과 lmage2는 스트레오 이미지이며 유사

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a) image1            (b) image2             (c) im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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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mage4            (e) image5             (f) image6  

그림 22.  Test Images.

  그림 23을 보면 같은 상에 대한 리스트 값은 0 임을 알 수 있다. imagel과 

image2에 대한 리스트 값이 동일 상에 대한 리스트 값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실험 결과 리스트

  그림 22의 실험 상에서 image2, image3. image4는 각각 imagel의  이동, 회

전, 크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를 보면 Autocorrelogram이 물체의 이동, 

회전, 크기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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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age1           (b) image2            (c) image3         

(d) image4           (e) image5            (f) image6  

그림 24.  Test Images.

그림 25.  실험 결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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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체 추적

가. 칼만 필터와 기존 특징 추출 모델 

  칼만 필터링은 크게 예측, 측정, 수정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예측 단계

에서는 다음  상태의 벡터와 추정 오차의 공분산을 예측한다. 측정 단계에서는 

실제로 들어오는 입력을 측정하고, 수정 단계에서는 측정 단계측정값을 바탕으로 

상에서 구해진 태 벡터와 상태 추정 오차를 새로운 값으로 수정한다. 기존의 특

정 추출 모델로는 물체 화소의 원 분포, 2차 모멘트 및 물체 중심에서 윤곽선까

지의 최대․최소거리의 비 등이 있다. 칼만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탐색창 내에 

있는 물체들만 추출하여 추적하기 때문에, 전체 역에 있는 물체를 다 추출할 

필요가 없다. 탐색창 내에서 추출된 물체의 특징을 이용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물

체를 판별하게 된다.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의 역이 칼만 필터를 통해서 예측되

어진다. 추출된 특징은 이전의 특징과 비교하여 추적 물체인지를 판별하고 다음 

프레임에서 사용할 특징으로 보존한다. 물체 판별 결과 생성되는 측정 위치는 예

측 모델의 동작 파라미터를 갱신하는데 사용한다. 물체 판별 방법은 거리 함수를 

사용한 통계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 다. 거리 함수에 의한 패턴 분류기률 사용하

여 이전 프레임에서 기억된 물체의 특징과 탐색창 안에서 발견된 물체들의 특정

을 비교해서 가장 짧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가지는 물체를 추적 하고자 하는 물

체로 인식하게 된다. 

  

그림 26.  Process of existing objec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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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3 Frame                   (b) #54 Frame 

  (c) #56 Frame                 (d) #57 Frame

그림 27. 물체 추적과정

나. 칼만 필터와 autocorrelogram 특징 추출 모델

  Autocorrelogram을 이용한 특징 추출은 이전 프레임에서 추적하던 물체를 질

의 상으로 두고 현재 프레임에서 탐색창 내에 있는 두 개 이상의 물체를 각각 

후보 상으로 둔다. 질의 상과 후보 상은 추적 전처리 과정에서 구해진 물

체의 내부만을 포함하는 원 상에서 구한다.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에서 만들

어진 질의 상과 후보 상의 autocorrelogram을 구한 다음 룩업 테이블에 저장

한다. 질의 상의 룩업 테이블과 후보 상의 룩업 테이블의 각 명암도와 거리

에 대응되는 곳의 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해서 모두 합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현재 프레임에서 추출된 물체마다 다른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값

이 가장 작게 나온 물체를 이전에 추적하던 물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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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rocess of object decision using Kalman filter and autocorrelogram.

(a) #53 Frame              (b) #54 Frame   

      

(c) #56 Frame                  (d) #57 Frame

그림 29. 물체 추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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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utocorrelogram 특징 추출 모델

  예측 필터를 통하여 물체 판별 모델이 비교하는 상의 범위를 줄이고 추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중 물체 추적 시에는 추적하는 물체의 개수만

큼 예측 필터를 생성해야 하므로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그리고 생성된 예

측 필터마다 물체 판별 모델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추적 효율도 떨어진다. 

  예측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물체를 추적하는 경우 추적 속도가 예측 필터를 

사용한 경우보다 빨라진다. Autocorrelogram을 이용한 물체 특징 추출 모델은 

이동, 크기 변화, 회전에 대해서 강인한 특성을 지나고 있다. 물체 특정 추출은 

전체 상에서 구해진 각 물체를 하나의 상으로 가정하고 처리한다. 상 내에 

있는 물체의 개수만큼 autocorrelogram을 수행한 후 룩업 테이블을 얻게 되는데 

상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일단 룩업 테이블을 구하고 나

면 물체 특징 추출 과정은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그림 30.  Process of object decision using autocorrelogram.

(a) #53 Frame     (b) #54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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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6 Frame    (d) #57 Frame

그림 31. 물체 추적과정

라. 탐색 역 테이블과 autocorrelogram특징 추출 모델

  Autocorrelogram 만을 이용하여 다중 물체를 추적할 경우 예측 필터를 사용한 

경우보다 추적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이전에 추적하던 물체를 다음 상에서 찾

을 경우 전체 상에서 추출된 모든 물체에 대해서 autocorrelogram을 비교하게 

되어 추적 효율도 떨어지고 전체 상에서 추출된 물체들 중에는 비슷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잘못된 추적을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예측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탐색 역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동 물체의 최고 제한 속도를 

설정하고 초당 캡쳐되는 프레임 수를 알면 현재  프레임에서의 물체가 다음 프

레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추적 알고리즘

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세계에서의 좌표계를 상 좌표계로 변환해야 한다. 

  물체를 실세계 좌표계의 Z축으로 등속운동을 하는 한 점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를 알고 있고, 지면에서 카메라까지의 높이를 h 라 둔다. 

여기서 카메라의 광 축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θ라고 하면, 실세계에서의 거리

를 상 면에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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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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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4)에서 matrix R 은 실세계의 물체를 카메라 상 면으로 투 할 때의 회

전 matrix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오직 x*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Matrix T 

는 이동 matrix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카메라가 지면과 h 만큼의 거리 이동이 

있다.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f , ku , kv 는 알고 있으며 프레임당 물체가 실세

계 좌표계의 Z 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가정한다. 실제 거리가 음의 

값이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상의 한 점이 다음 프레임에서 v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다음 식(25)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25)v k+1=
fk u (Ycosθ- Z k+1 sinθ-h)+ v 0 (Ysinθ+ Z k+1 cosθ)

Ysinθ+ Z k+1 cosθ

상의 한 점을(uk, vk)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프레임에서 v 방향으로 최대

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는(uk+1, vk+1) 이 되며, 현재 프레임의 상에 위치한 물

체의 한 점이 다음 프레임에서 최대로 어느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현재 프레임의 상에서 물체가 존재하는 임의의 위치를 알면 다음 

프레임의 상에서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를 알 수 있고, 위치에 따른 결과

를 테이블로 만들 수 있다. 테이블을 이용하여 탐색 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수

행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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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rocess of object decision using searching region table and 

autocorrelogram.

(a) #53 Frame            (b) #54 Frame

   (c) #56 Frame           (d) #57 Frame

그림 33. 물체 추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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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에지정보와 GHT를 이용한 방법

  실제적인 추적환경에서 잡음과 가려짐에 의한 부분적 에지 누락을 극복하고 

목표물 윈도우에 포함하는 배경의 향을 최소화한다. 참고패턴을 구성하는 에지

화소들의 시간축 상에서 존재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를 참

고패턴 생성과 목표물 정합과정에 도입하므로서 배경의 향을 최소화한다. 목표

물 후보선정을 위하여 GHT를 사용하여 잡음에 의하여 누락된 부분적인 에지 정

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참고테이블 생성 

  목표물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추적점을 중심으로 설정된 목표물 창을 

그대로 참고패턴으로 사용하면 목표물 창 내에 있는 배경 에지가 목표물 에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때, 목표물보다는 배경을  추적할 확률이 높아지고, 잡음

이나 배경에 의한 가려짐 때문에 현재 프레임에서 일시적으로 누락되었던 목표

물 부위가 다음 프레임에서 다시 나타나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참고

패턴에 혼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배경을 추적하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추적 위치에 포함되는 에러를 증가시킨다. 

  가려짐에 의한 교착 상태 발생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 l의 예를 살펴보

자. 그림 34(a)는 목표물의 일부가 주변 물체(기둥)에 가려진 초기 상을, (b)는 

초기 에지 상 위에 정의된 목표물 창과 추적점(+)을. (C)는 목표물이 2 화소 

거리를 전진했을 때 (b)의 참고패턴을 이용한 상관 정합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C)에서 목표물(+)보다는 배경(*)에 더 많은 화소가 정합되어 교착 상태가 발

생하는데 그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참고패턴에서 목표물과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한데다 목표물 화소중 일부가 새 프레임에서 배경 

뒤로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목표물 화소가 감소하 고, 둘째. 

배경에 가려졌다가 새로 노출되는 목표물 부위(자동차의 앞부분)가 참고패턴에 

포함되지 못해 정합에 사용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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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초기 화상             (b) 목표물 창          (c) 추적 결과

그림 34.  가려짐으로 인한 교착 상태

  이동 물체의 추적은 전역 알고리즘인GHT(Generalized Hough Transform)을 

이용한 목표물 정합에 사용될 참고패턴의 초기화로부터 시작된다. 참고패턴은 흔

히 참고테이블이라 불리우는데, GHT에 필요한 목표물 화소들의 추적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벡터들을 포함한다. 참고테이블의 초기화는 초기 상, 초기 상

에서 목표물을 포함하는 최소의 창인 목표물 창, 그리고 추적점이 주어졌다는 가

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보통 추적점은 목표물의 중심으로 정의되고, 목표물 창의 

크기는 추적이 진행되면서 목표물의 크기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제안한 시스템

에서 참고테이블은 GHT에 필요한  각 패턴화소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가중치 

갱신을 위한 인접 패턴 화소들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 참고테이블을 순서적으로 검색했을 때 부분적인 형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참고테이블 생성시에 인접한 화소들을 되도록 길게 연결하고, 연결 순서

대로 패턴화소를 등록한다. 가중치 갱신에 필요한 정보는 주어진 패턴화소가 소

속된 작은 목표물 부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패턴화소의 연결은 간단한 에지 연결 

알고리즘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nny 알고리즘에 의

해서 제공되는 에지 세그먼트들을 서로 인접하고 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

는 간단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검출된 세그먼트 중에서 가장 긴 것을 선택

하고. 선택된 세그먼트의 양끝에 거리가 4화소 이내이면셔 가장 가까운 세그먼트

를 찾아 연결하 다. 4화소 이내의 거리에 세그먼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지금

까지 연결된 화소들을 등록하고, 나머지 세그먼트들을 대상으로 같은 작업을 반

복하 다. 참고점이(Xr,Yr)일 경우 참고테이블에 등록될k번째 에지화소(Xk.Yk)의 

극좌표계 상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벡터(Rk.θk)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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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 k, θ k )=( [ ( X k- X r)
2+ ( Y k- Y r )

2
]
1/2
, Tan -1 [ ( Y k- Y r )/( X k- X r )])  

                                                                             (26) 

   참고테이블에는 배경 잡음의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용될 가중치 W가 합

께 유지되므로 테이블에서 k번째 패턴화소는 벡터(Rk,θk,Wk)로 표시될 수 있다. 

초기 테이블의 패턴화소의 가중치는 모두 5로 초기화 된다.

 

2. 참고테이블 갱신 

  제안된 방법에는 각 패턴화소마다 상열에서 그 화소의 지속적인 존재의 정

도를 나타내는 가중치가 유지된다. 매 프레임 정합에 의해서 추적점이 결정되면 

이 점을 증심으로 새로운 목표물 창이 정의된다. 가중치는 새 목표물 창에 패턴

화소에 대응되는 에지화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가감된다. 다음 프레임에서 사용

될 참고테이블은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테이블을 가중치를 근거로 수정한 

다음 새로 나타난 목표물 화소를 추가하여 갱신된다. 

  목표물 창에서 각 패턴화소에 대응되는 에지화소의 위치는 참고테이블에 저장

된 위치 벡터와 추적점으로부터 쉽게 얻어진다. 추적점이 (Xt,Yt) 일때 위치 벡터

가 (Rk,θk)인 패턴화소에 대응되는 에지화소의 위치는(Xt+Rk*Cosθk,Yt+Rk*Sinθk)

로 계산된다 그림 35는 에지 상 위에 추적점을 중심으로 참고테이블의 각 패

턴화소를 사상(mapping)시킨 예이다. 그림에서 원과 사각형은 각각 에지화소와 

패턴화소를 표시한다. 원 안의 숫자는 한 에지화소가 소속된 세그먼트 번호를 나

타낸다. 그리고 사각형 안의 숫자는 해당 패턴화소의 참고테이블에서 저장 순서

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결된 에지화소들은 같은 세그먼트 번호를 갖고 참고패턴

에서 인접한 패턴화소는 속적인 패턴화소 번호를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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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화소  []: 패턴화소  X: 추적점

그림 35. 에지 상 위에 사상된 참고패턴

  참고테이블의 갱신을 위해서는 먼저 각 패턴화소에 대하여 계산된 위치에 대

응되는 에지화소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한다. 그림 35.의 패턴화소 1, 2, 5, 6처럼 

대응 에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최대 한계치(Max_w)내에서 일정치

(Match_w)를 증가시키고 새 참고테이블에 계속 잔류시킨다. 패턴 3, 4, 16, 17, 

13의 경우와 같이 대응 에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

해서 처리된다. 먼저 인접 패턴화소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정합된 원인이 에지

의 변형이나 잡음에 의한 일시적인 누락인지를 판별한다. 변형이나 일시적인 누

락으로 대응 에지가 존재하지 않는 패턴화소는 가중치의 변화 없이 새 테이블에 

계속 유지시킨다.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패턴화소는 가중치가 일정량

(Unmatch_w)감소되고, 감소된 가중치가 l 이하로 떨어지면 새 패턴에서는 삭제

된다. 

  변형이나 일시적인 누락에 의한 비정합은 입력 상에 해당 패턴화소가 소속

된 목표물 부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35에서 패턴화소 l 부터 9까

지와 에지 세그먼트 l과의 정합 관계를 고려할 때 패턴화소 3과 4는 에지의 변형

에 의한 비정합이라 판별될 수 있다. 이 경우 패턴화소는 가중치의 변화 없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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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만 새로운 위치로 조정하여 참고테이블에 계속 잔류된다. 에지 세그먼트 6과 7

은 하나의 연결된 목표물 부위가 패턴화소 l8과 l9에 대응되는 에지 화소의 일시

적인 누락으로 둘로 분리된 경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패턴화소 l8파 l9는 가중

치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된다. 반면에 패턴화소 1.3은 비정합으로 간주되어 가중

치가 감소된다. 이 밖에 목표물이 멀어지면서 크기가 작아지면 하나의 에지 화소

에 하나 이상의 패턴화소가 정합되게 된다. 이때는 중복되는 패턴화소들을 하나

로 결합하여 패턴을 축소시킨다. 

  가중치의 갱신 과정에서 사용된 Malch_w, Unmatch_w, Max_w는 가중치의 

증가 속도. 패턴화소가 사라졌을 때 참고패턴으로부터 사라지는 속도, 그리고 가

중치의 상한치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특히 이중에서 Max_w와 Unmatch_w는 연

속적으로 나타나던 패턴화소가 배경에 가려졌을 때 참고패턴에 유지되는 프레임 

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상수는 초당 입력되는 프레임 수, 목표물의 이동 속도, 

그리고 가려지는 기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험에서는 Max_w=l5, 

Match_w=2, Unmatch_w=3 이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한 패턴화소가 5 프레

임 동안 연속적으로 나타나다가 누락되어도 5 프레임 이내에 다시 나타나면 계

속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잡음이나 에지 검출 에러에 의한 에지 누락은 

5 프레임 이상 지속될 확률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값은 잡음이나 에지 검

출 에러의 극복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된 바와 같이 기존의 패턴화소들이 삭제 또는 수정되어 다음 프

레임에서 사용될 참고테이블에 등록되면, 여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목표물 화소가 

추가된다. 새 목표물 화소의 추가는 패턴화소와 정합되지 않은 목표물 창내의 에

지 화소들을 대상으로 목표물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것과 배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목표물 화소는 카메라와 

목표물 사이의 상대 적인 방위나 거리 변화에 따라 가려 졌던 부위가 노출되거

나 이미 노출되었던 부위가 확대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회전 운동이 극히 작다고 전제했을 때 새로 노출되는 부분은 대부분 기존에 노

출 되었던 목표물 부위에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그림 35에서 에지 세

그먼트 2의 마지막 에지 화소는 새로 노출되는 목표물 화소로 간주해 가중치 5

로 테이블에 추가된다.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한 에지 세그먼트에 연속적인 패턴

화소가 일정 간격을 두고 정합된다. 이 때  연속적인 두 패턴화소와 정합되는 두 

에지화소 사이에 존재하는 에지화소는 두 패턴화소의  평균 가중치로 새 테이블

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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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술한 두 과정으로 처음 나타난 목표물 화소를 모두 분리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누락되는 목표물 화소가 재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

하여 미등록된 목표물 창 내의 모든 에지화소를 일단 배경 화소로 간주하여 가

중치 2로 참고 테이블에 가등록한다. 가등록된 패턴화소가 목표물의 일부라면, 

다음 프레임에서 대응 에지가 존재하여 가중치가 증가되고, 그 결과 참고테이블

에 계속 유지되어 정합 과정에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배경의 일부이었다면 대응 

에지가 존재하지 않아 참고테이블에서 제거된다. 가등록된 배경 화소가 정합 과

정에서 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가 위하여 GHT에 사용될 패턴화소는 가중치  

3 이상의 것으로 한정되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참고테이블 생성 방법을 그림 34의 자료에 적용하면 그림 

36(a)은 참고패턴이 초기화된 후 두 프레임 연속 완전하게 정합되었을 때 얻어지

는 참고패턴의 가중치이다. 이 패턴을 그림 34(b)에 적용하면 그림 36(b)의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6(b)에서 + 는 계산된 추적점을 나타내고, 창(window)은 

이 추적점을 중심으로 재정의된 목표물 창을 나타낸다. 목표물 창 안의 숫자는 

패턴화소들의 갱신된 가중치들이다. 그림 36(b)에서 다음 프레임에 사용될 패턴

화소를 가중치 3 이상의 것으로 한정했을 때 참고패턴에는 배경 화소가 제외된 

것은 물론 기둥에 가려지는 목표물 부위도 계속 유지됨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그림 36(b)의 패턴이 그림 34(C)에 적용될 때 가중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와는 

달리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36(C)은 추적점과 갱신된 새 참고패턴

의 가중치를 추적점을 중심으로  원 상에 사상시킨 것이다.

      (a) 시작 참고 패턴     (b) 그림34(b)의 결과    (c) 그림34(c)의 결과 

그림 36.  가중치를 이용하여 갱신된 참고패턴(B=11, D=13)

3. 목표물 정합

 

  이동 물체 추적 알고리즘은 입력 환경의 변화에도 일정한 처리 속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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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GHT를 이용한 정합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는 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은 에지화소 수와 패턴화소 수에 의해서 결

정된다. 다행히 GHT는 임의로 선택된 패턴화소만으로도 변환이 가능한 장정을 

가지고 있어, 사용될 패턴화소의 수를 조정하므로서 수행 시간을 조절할 수 있

다. 그러나 전체 패턴화소에 대해 사용되는 패턴화소의 비율이 작아지거나 입력 

상에 포함되는 배경 화소의 수가 증가하게되면 Hough 변환 결과 얻어지는 최

대 정점과 실제 목표물이 일치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2 단계 정합 방법을 채택하 다. 첫 단계에서는 참고테이블에  등

록된 패턴화소 중에서 가중치가 높은 작은 수의 패턴화소를 선택하여 GHT를 수

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수의 목표물 후보점이 선정된다. 다음 단계에서

는 각 후보에 대하여 참고테이블에 등록된 모든 패턴화소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신뢰도가 계산되고 그 곁과에 따라 가장 목표물에 가까운 후보가 추적점으로  

결정된다. 

  목표물 후보는 Hough 변환 결과 얻어지는 누산기 배열에서 값이 큰 일정수 

(5-10개)의 국부 정점(Local Peak)을 추출하여 결정된다. Hough변환은 전역 알

고리즘으로서 실제 환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분적으로 누락된 에지를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뿐 아니라 이진 에지 패턴과 이진 에지 상을 사용하는 

상관 정합과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면서도 상관  정합보다는 요구되는 계산량이 

적은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임의의 모양을 인식할수 있는 GHT는 목표물의 크

기 변화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목표물 추적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GHT는 에지화소의 경사각(Gradient Angle)의 이용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경사각은 Hough변환시 각 에지화소에 대한 가능한 참고점의 

범위를 제한하므로서 변환에 필요한 계산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같은 경사각을 갖는 화소들로 구성되는 직선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인조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사각의 이용으로 감소되는 계산량은 경사각의 이용을 

위해서 추가되는 계산량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없다. 또한 경사각을 사용하지 않

는 GHT는 단순한 이동과 가산만으로 변환을 수행할 수 있어 간단한 병렬 시스

템 구현이 가능한 반면 경사각을 사용하는 GHT는 삼각함수, 비교, 실수 계산이 

요구되어 병렬 구현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 목표물은 모두 인조 물체이고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는 병렬 구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사각을 사

용하지 않는 GHT를 채택하 다.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는 목표물의 후보 선정을 위해서는 크기변수s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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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변수(x,y)로 이루어지는 3차원 매개변수 공간을 나타내는 누산기 배열 A(s, x, 

y)가 필요하다. 크기 변수를 포함하는 GHT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27)∨
Se

S=Se
∨
M

k=Se
∨
E

e=0
A(s, X e+sRkCos θ k, Y e+sRkSin θ k)++

  여기서 V는 반복 루프(loop)를, ++는 l 증가함을 표시하며, s는 가능한 모든 확

대 비율을 (Xc,Yc)와(Rk,θk)는 각각 c번째의 에지화소와 k번째 패턴화소를 나타낸

다. 그리고 M 과 E는 GHT에 사용되는 패턴화소의 수와 입력 상에서 추출된 

에지화소의 수를 나타낸다. 

  추적점은 추가적인 패턴 정보를 이용하여 각 후보별로 신뢰도를 계산하고 이

것을 바탕으로 목표물에 가장 근접한 후보를 찾아서 결정된다. 신뢰도는 지속적

으로 나타나는 목표물 화소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배경 화소를 좀 더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가중치와 후보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화소를 포함한 모든 패

턴화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i번째 후보의 위치와 확대율이 각각(Xr,Yr)와 s일 

때 신뢰도Ci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28)C i= ∑
M

k=0
W kI( X r+sRkCos θ k, Y r+ sRkSin θ k )

I(x,y)는 입력 이전 에지 상을, (Rk,θk)와 Wk는 각각 k번째 패턴화소의 벡터와 

가중치를 나타낸다.

4. 물체 추적

 추적 알고리즘은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같이 7개의 기능 블럭으로 구성된다. 기

능 블럭 중 “탐색 역 추정”은 다음 프레임에서 목표물 위치와 확대율의 추정을 

담당하는데 실험을 위해서는 간단한 형태의 선형 추정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선형 추정은 Kalman필터와 같은 정 한 추정 알고리즘에 비해 큰 목표

물 창과 탐색 역을 요구하지만 좀 더 많은 배경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알고리

즘의 평가에는 유리한 면이 있다. 실제 추적 시스템에서는 정 한 추정 알고리즘

을 채택하여 목표물의 탐색 역을 축소시키므로서 계산 속도와 정확도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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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FG-100/AT프레임 그래버를 장착한 IBM PC에서 

C언어로 구현되었다. 평가자료는 이동 시퀀스(Sequence)를 비디오 카메라로 녹

화한 다음 프레임 그래버를 통해 입력하 다.

그림 37.  추적 알고리즘 구성도



- 54 -

제 3 장  결론

  카메라로부터 연속적인 상을 입력으로 받아들여 물체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물체 추적은 카메라와 물체사이의 이

동 관계에 따라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배경 상과 차

상을 이용하여 물체를 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은 주위 환경의 변화

에 민감하다. 물체가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는 배경 상을 구하

기가 어렵게 되므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최근의 배경 상을 항상 반

해야 한다. 최근에는 특징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이나 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상 전체가 아닌 탐색창을 이용하여 다중 물체 추적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물체

추적 기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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