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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video based traffic monitoring system for detecting vehicles and obstacles on the road. To

segment moving objects from image sequence, we adopt the background subtraction algorithm based on the local binary

patterns (LBP). Recently, LBP based texture analysis techniques are becoming popular tools for various machine vision

applications such as face recognition, object classification and so on. In this paper, we adopt an extension of LBP, called

the Diagonal LBP (DLBP), to handle the background subtraction problem arise in vision-based autonomous parking

systems. It reduces the code length of LBP by half and improves the computation complexity drastically. An edge based

shadow removal and blob merging procedure are also applied to the foreground blobs, and a pose estimation technique

is utilized for calculating the position and heading angle of the moving object precisely.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that our system works well for real-time vehicle localization and tracking applications.

Key Words : background subtraction, local binary pattern, texture analysis, vehicle localization, autonomous parking

system 

1. 서론

동영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출하는

것은 많은 응용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보안

감시 분야의 경우 배경 분리를 통해 추출된 전경 객체

들은 인식이나 추적, 행동 분석 등을 위한 기본 데이터

로 사용되는데, 영역 추출의 정확도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배경 제거 (back-

ground subtraction) 기법으로 불리는데, 배경에 대한

통계적인 모델을 관리하면서 현재 프레임과 배경 모델

을 비교하여 각각의 화소가 전경(foreground) 인지 배

경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20여 년 동안 카메라를 이용한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이 컴퓨터 비젼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도로나

주차장과 같은 배경에서부터 차량이나 보행자를 안정

적으로 추출하는 배경제거 문제이다. 자율 주차 시스템

(autonomous parking system)의 경우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영상 분석을 통해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추출하고 보행자나 정적인 장애물의 정보를 차

량에 제공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을 위

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제거에

기반한 차량 및 보행자 검출 방법을 다룬다.

동영상에서 전경 객체를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이 제안되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인접한 프레임의 밝

기 차이를 이용하는 프레임 차이법이 있다. Wren은 배

경을 모델링하는 일반화된 방법으로 배경 화소를 하나

의 값으로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고 모델링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그러나

정적인 배경에서는 기존의 방법보다 비교적 우수하지

만 나뭇가지가 움직이거나 잔잔히 물결이 일렁이는 것

과 같이 동적인 배경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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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허용하는 적응적 가우시안 혼합모델(Adaptive

Gaussian Mixture Model)이 제안되었는데 [2], 매개변수

형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이 방법도 기본적으로 화소 값

이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후에도 이를 확장하고 보완하는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었다 [3-5]. 이들은 일반적으로 계산량이 많아 실

시간 응용에 적용하기 어렵고, 가우시안 분포의 가정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에는 여러 가지 비 매개변수형 접근법이 제안되었는데

이들은 배경 분포를 계산할 때 가우시안과 같은 어떠한

기존 분포 함수도 가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6-8].

이러한 방법 중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Pieti-

kainen등이 제안한 지역적 이진패턴(Local Binary Pat-

tern, LBP)을 이용한 배경 모델링 방법이다 [8]. LBP는

밝기 불변의 텍스쳐 연산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특징량 추출이나 검출, 인식, 분류 등 다양한 비젼

문제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

이 LBP를 기본 연산자로 사용하는데, 기존의 LBP를 대

각선 방향으로 확장한 대각선형 LBP (DLBP) 연산자를

이용해 배경을 제거하고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위치와 진행방

향을 추출해 내기 위한 전체 과정들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된 시

스템의 전체 구성을 설명하고, 3장에서 DLBP의 개념

과 이를 이용한 배경제거 알고리즘을 기술하며, 4장에

서 후처리 과정들을 소개한다. 5장에서 실험결과를 보

이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전체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차량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추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

후 자율주차 시스템에서 활용될 예정인데, 인프라에 장

착된 카메라에서 추출되는 정보를 주차중인 차량에 제

공하여 자율주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 제안된 방법의 구성은 Fig. 1과

같은데, 하나의 프레임에서 (intra-frame) 처리되는 부

분과 연속되는 프레임 (inter-frame)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입력 영상이 주어지면 배경제거 알고리즘을 통

해 객체 영역을 추출하는데, 이를 위해 대각선형 LBP

를 이용한 텍스쳐 분석 기법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텍스쳐 분석법은 계산량이 많은데, 본 논문에서는

LBP를 DLBP로 확장하여 사용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LBP를 이용한 배경제거 기법이 일반적으로 좋은 결

과를 나타내지만, 그림자가 강한 경우는 물체영역에 원

하지 않는 그림자 영역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보완

하기 위해 그림자 제거 과정이 처리된다.

그림자 제거가 처리된 이후에도 전경 객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연결되어야 하는 객체가 분리되어

있거나 분리되어야 하는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앞 유리창 부분의 색이

도로 면의 색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따

라서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를 위해 전경 객체

에 대한 병합(merging)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모든 전경 객체는 하나의 물체(자동차 또는 보

행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각 객체에 대

한 분류 과정이 진행된다. 분류를 위한 기본 데이터는

물체 영역의 크기가 되는데, 실 세계 좌표계 (world

coordinates)에서의 크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들 좌표계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모든 값들을 실 세

계 좌표로 변환하면 각 전경 객체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객체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우 차량의 중심과

진행 방향(heading direction)을 계산하게 된다. 

3. 대각선형 지역적 이진패턴 (Diagonal LBP)

Pietikainen은 LBP(Local Binary Pattern)라 불리는

Fig. 1. Block diagram of 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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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쳐 분석법을 제안하였다 [8]. 이것은 하나의 중앙

화소에 대해 이웃 화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연산자(operator)로, 최근에 배경 제거나, 얼굴 표정 분

석, 성별 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 LBP를 기반으로 한

텍스쳐 분석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배경 제거를 위한 기본 연산자로 LBP를 사용하였다.

3.1. 지역적 이진 패턴(Local Binary Pattern)

LBP는 이웃하는 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

종의 연산자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이웃 화소의 밝기

를 중앙 화소의 밝기 값으로 이진화 하고, 그 결과를 정

해진 방향으로 정렬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Fig. 2의 왼쪽과 같은 화소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를

중앙 화소 값으로 이진화 하고 이를 반 시계 방향으로

탐색하여 코드화 하면 이진패턴 01111000이 만들어진

다. 이 값은 중앙 화소와 이웃에 대한 명암도 차이의

표현으로, 일반화 하면 임의의 화소에 대한 LBP 코드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이때 (xc, yc)와 gc는 각각 중앙 화소의 위치와 밝기

를 나타내며, gp는 중앙 화소를 중심으로 반경이 R인

원을 P개의 균일한 각도로 나누었을 때 각 이웃 화소

(neighborhood pixel)의 밝기 값을 나타낸다. 이때 좌표

가 정확히 하나의 화소 중심에 대응되지 않을 경우 쌍

일차 보간 (bi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해 밝기 값을

추정하여 사용한다.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해 이러한

연산자를 적용하면 0 ~ 2P -1의 값을 가지는 P-bit의

화소로 구성되는 LBP영상이 만들어진다.

LBP 는 영상의 텍스쳐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데, 예

를 들어 영상의 어떤 영역에 대해 포함된 모든 화소의

LBP 코드를 구하고, 이를 히스토그램 로 나타내면

은 이 영역에 대한 텍스쳐 표현이 된다. 이때 의

가로축은 가능한 LBP 코드 값이 되며, 세로축은 해당

코드가 블록에서 나타난 횟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

한 히스토그램은 해 당 영역에 대한 밝기나 에지 분

포와 같은 텍스쳐 특성을 1차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최근에 LBP를

이용한 텍스쳐 기법이 배경 제거나 표정의 인식, 성별

분류 등 다양한 비젼 응용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

다[8-10].

LBP를 이용한 텍스쳐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

산량이 많다는 것인데, P가 커지면 패턴의 표현력은

좋아지지만 코드가 길어지게 되며, 따라서 히스토그램

의 bin수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LBP4,1의 경우

bin수가 16이지만, LBP8,1의 경우 256으로 크게 증가하

게 된다. 이것은 텍스쳐의 표현력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만 메모리와 처리시간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데,

LBP에서는 대부분의 연산이 히스토그램의 분석과, 비

교 및 갱신 등을 기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감시나 영상검지기 등과 같은 실시간 처리가 필요

한 응용분야에서는 큰 P값의 사용은 시스템에 부담으

로 나타나게 된다.

3.2 대각선형 LBP (Diagonal LBP or DLBP)

Choi는 LBP를 대각선 방향으로 처리하여 계산량을

줄이는 대각선형 LBP를 제안하여 성별 분류에 적용하

였다[10]. DLBP는 인접한 모든 방향에 대한 밝기 차

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중앙 화소를 중심으로 밝기

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고찰에 따라 고안되었는데, 이러한 DLBP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때, gp와 gp’는 중앙화소를 중심으로 반경이 R인

원을 P개로 균등하게 나눈 좌표 와 이 좌표의 대각선

방향의 좌표 에 대한 밝기 값을 나타낸다. 이 연산자를

통해 P/2-bit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다. 결국 DLBP영

상에서 모든 화소는 2p / 2가지의 값들 중 하나를 갖게 되

게 된다. Fig. 3은 이러한 DLBP의 패턴 추출 방법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 P는 8이 되며, 4방향에 대한 좌

표 값을 이용하여 4비트의 DLBP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LBP에 비해 패턴

을 대각선 방향으로 추출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패턴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산량

LBPP R, xc yc,( ) s gp  gc,( )2p

P 0=

P 1–

∑=

s gp  gc,( )
1     gp gc≥

0     gp gc<⎩
⎨
⎧

=

h

h h

h

�

DLBPP R, xc yc,( ) s gp gp,( )2p

P 1=

P 2⁄

∑=

Fig. 2. Example of estimating LB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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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줄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실시간 응용분야에

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DLBP에서는 코드의 생

성이 중앙 화소와의 비교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의 이

웃 화소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교 화소간의

거리가 두 배가 되며, 이에 따라 밝기가 균일한 영역에

서의 잡음에 의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3.3. 배경제거 프로세스 (Background Subtraction

process)

입력 영상에 대한 DLBP 영상이 구해지면, 임의의

화소 pi 주위의 반지름이 Rreg 인 영역에서 히스토그

램 를 구하며, 이는 pi주변의 텍스쳐 를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DLBP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배경

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pi 의 배경모델로

와 같이 다수의 DLBP 히스토그램들이

사용된다. 이때 는 k번째 모델 히스토그램을 나타

내며, K는 한 화소에서 최대로 허용 가능한 분포의 수

를 의미한다. 정적인 배경에서는 K를 1로 설정해도 되

지만 동적인 배경을 잘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보다 여

러 개의 배경 모델을 허용할 수 있다. 즉, 나뭇가지가

바람에 움직이거나 잔잔히 물결이 일렁이는 것과 같이

동적인 배경 환경에서 배경제거가 안정적으로 동작하

기 위해서는 K를 보다 큰 값으로 사용해야 한다. 각

모델 히스토그램 는 0에서 1사이의 강도 ω k를 갖는

데, 한 화소에서의 모델 강도의 합은

로 항상 정규화 된다.

현재 프레임에서 pi 의 히스토그램을 할 때, pi가

배경 영역인지 물체 영역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pi

에 대응되는 배경 모델 과 를 비교하

여 가장 유사한 히스토그램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히스토그램의 유사도의 척도로 다음과 같은 히스

토그램의 교차(histogram intersection)를 사용하였다.

f( ) = ∩  = 

이때, 와 는 히스토그램을 의미하고, N 은 히스토

그램의 전체 명암도의 개수를 의미한다 ( if

P=8).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유사도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다. 교차법 이외에도 Chi-square이나 Log-

likelihood등의 유사도 연산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모델 히스토그램을 라

고 할 때, 이면 화소 pi는 배경 모델의 어

느 경우와도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되며, 따라서 pi 는

물체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는 가 새로운 배

경 모델로 추가되는데, 이에 따라 현재 등록된 모델 중

강도가 최저인 모델이 제거된다. 의 초기 강도는

ωmin으로 설정되는데, 보통 이 값은 0.01 내외로 사용

한다. 

만약 유사도가 높은 모델이 있는 경우, 새로운 화소

는 기존의 배경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가장 유사한 모델 는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응

적으로 갱신된다.

, 

이때, 는 사용자 지정의 히스토그램 학습율인데,

0.01 내외의 값이 사용된다. 최적 모델의 히스토그램

갱신과 함께, 모든 모델에 대한 강도 갱신이 다음과 같

이 이루어진다.

, 

이때  TB는 분포 강도의 학습율을 나타내며, Mk는

최적 모델에 대해서는 1, 그 이외에 대해서는 0이 주어

진다. 이것은 가장 잘 매칭된 모델의 경우 강도를 높이

고, 그 이외는 강도를 줄여주는 과정이다. 이러한 학습

파라메터들은 모델이 현재의 입력 동영상 시퀀스에 적

응하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데, 이 값들이 크게 주어지

면 입력 영상에 빠르게 적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의의 화소에 대해 현재 생성된 모든

히스토그램 모델들 중에서 배경모델로 사용할 분포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개별

모델 분포의 강도가 문턱치 이상인 경우 배경으로 사

용하는 방법인데, 다음 식과 같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분포의 합이 TB이상인 분포들을 배경 히스토그램으로

선택하였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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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estimating DLB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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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분포 선택을 위한 문턱치로,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작은 값을 부여하며, 나

뭇잎이 움직이는 경우처럼 다수의 배경 분포가 필요한

경우는 보다 큰 값을 사용한다.

물체영역의 검출 (foreground detection)은 배경 모델

을 갱신하기 이전에 결정이 된다. 새로운 영상에서 추

출한 입력 히스토그램 와 이전 프레임까지 추출된

배경 히스토그램들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가장 잘 매칭

되는 모델과의 유사도가 이상이면 그 화소는 배경

화소(background)라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물

체, 또는 전경화소(foreground)로 결정된다.

4. 후처리 과정(Postprocessing)

배경 제거를 통해 움직이는 물체 영역이 추출되더라

도 여러 가지 잡음 요인에 의해 이 영역이 물체를 항상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최종적으로 차량

이나 보행자로 판단을 하고 위치와 진행방향 등의 중

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후처리 과정

이 필요하다.

4.1. 그림자 제거(Shadow Removal)

일반적으로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분석에

배경 제거가 기본 접근법이 되고 있지만, 몇 가지의 전

형적인 잡음 요인에 의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

우가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상황이 그림자의 영향이

다. 즉 객체가 움직일 때 객체에 의해 바닥이나 벽 등

에서 발생되는 그림자 영역이 물체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이후 처리되는 객체

의 분리와 위치 추출, 추적, 인식 등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치게 된다. 

Zhang은 그림자 제거 기법들을 모델 기반 (model-

based)과 특성 기반 (property-based) 방법들로 구분하

였다 [11]. 모델 기반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에지나 직

선 성분, 또는 코너 등과 같은 기하학적인 특성들을

3차원 객체의 모델에 매칭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영

상에 나타날 동영상의 배경이나 조명 상황 및 객체의

일반적인 형태와 같은 다양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한

다. 이에 비해 특성 기반 기법들은 “그림자 영역들은

비교적 어두워 내부에 텍스쳐가 약하게 나타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12].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Zhang의 알고리즘을 바

탕으로 하였는데, 이 방법이 사용하는 배경제거 알고리

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초기 배경

영역 추출 과정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

해 그림자 영역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연결 화소 분석

(connected component analysis)법을 이용하여 전경 영

역의 연결된 화소들을 각각의 전경 객체, 또는 블롭

(blob)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4.2. 영역 병합 및 분할

연결 화소 분석 후 추출된 전경 블롭에는 물체의 일

부만을 포함하고 있거나 두 개 이상의 물체 영역이 하

나로 병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

과 차량 앞 유리의 색상이 도로와 유사하여 차량이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행자의 경우 가끔 머리 부분이 몸통과

분리된 영역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접한 영역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병합하였

는데, 판단의 기본 데이터로 영역의 크기, 형태 및 인

접 영역과의 거리를 이용하였고 이전 프레임에서의 객

체 영역과의 중첩성 (superimposition degree)를 활용하

였다. 이러한 중첩성의 사용시 객체의 진행 속도를 고

려하였으며, 더 이상 병합할 객체가 없을 때 이 과정을

종료하였다.

4.3. 객체의 분류

병합 과정 후의 객체들은 擄湯? 과 捻맨敾朴의 두

경우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응

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오토바이나 애완 동물 등은

분류 그룹에서 배제하였다. 

차량과 보행자는 객체 영역의 크기 정보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차량은 사람보다 크고 사

람은 항상 영상을 기준으로 수직방향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 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영

역들에 대한 실제 크기를 계산해야 하는데, 본 시스템

에서는 Ground–Plane Constraint (GPC) [13]을 사용하

였다. 이는 모든 자동차와 보행자가 지면(ground

plane, GP)에 접해 있으면 지면은 평평하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따라서 영상과 지면(GP)간의 관계를 추출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 투시 투상

변환 (inverse perspective transformation)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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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u, v)와 (x, y)는 각각 영상 좌표와 GP상의 실

세계 좌표를 나타낸다. 이 식에서 c0 ∼ c7을 구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이 네 쌍의 좌표를 이용한다.

각 객체의 경계선 중에서 위쪽 좌표들은 지면과 접

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아래쪽 부

분들이 GPC를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크기를 측정한다.

어떤 객체의 GP상의 실제 너비가 Tw 이상이면 차량으

로 분류되고, 그 이하이면 보행자로 판단한다. 실험에

서는 차량의 실제 크기를 고려하여 Tw =1.5 meters 정

도가 적당하였다.

4.4. 위치 및 진행방향 계산

GPC를 가정하면 차량 자세(pose)의 자유도 (Degrees

Of Freedom, DOF)는 6에서 3으로 단순화다. 즉, GP

상의 위치 (x, y)와 방향 ( )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다

양한 방법들이 차량의 자세를 추출하기 위해 제안되었

는데, Lou등은 모델 기반 기법(model-based approach)

[14]을 소개하였으며, Barrios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

용한 차량 자세 측정법을 제안하였다 [15].

본 논문에서는 ICP(Interactive closest point) 알고리

즘을 모델 사각형에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였

는데[16], 각각의 블롭에 대해 GPC를 만족하는 아래쪽

경계선들을 모델 사각형에 부분 매칭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따라서 모델 사각형이 가장 잘 매칭되는 위치

와 방향이 최종적인 차량의 위치와 방향으로 사용된다.

5. 실 험

제안된 시스템은 Pentium-PC (2.4GHz CPU) 와

Windows XP상에서 Visual Studio 환경을 이용하여 개

발되었는데, 모든 코드는 C++을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Fig. 4는 제안된 시스템을 테스트 한 장소를 보여 주고

있는데, “cam1”과 “cam2”로 표시된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였는데, 해상도는 1280 × 720 × 30fps 이며 컬러

카메라이다. 각 카메라는 6 m 높이의 기둥에 장착되었

으며, Camera1 은 직선구간을 담당하였으며, Camera2

는 기둥 아래쪽의 곡선구간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각 카메라에서 관심영역(ROI)을 설정하고 역 투시 투

상 변환 행렬을 구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데, Fig. 5는 ROI 영역을 편집하는 상황을 보여주

고 있고 (초록: 도로, 파랑: 보행도로, 빨강: 무시영역),

Fig. 6은 정확한 좌표 (위도와 경도로 표시함)를 알고

있는 실 세계 위치와 영상 좌표를 매칭시키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변환행렬이 구해진다.

실험에서 배경제거를 위해 DLBP 8,1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8-bit 코드를 생성하는 LBP 8,1에 비해 코드의

길이가 반으로 줄며,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빈 수도

256( = 28)에서 16( = 24)으로 크게 줄어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 비젼 응용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

용될 수 있다. Table 1은 제안된 배경제거 방법에서 사용

한 파라메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실험에 따르면 제안된

방법이 파라메터에서 민감하지 않고 매우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1 u1 v1,( ) W1 x1 y1,( )⇔
I2 u2 v2,( ) W2 x2 y2,( )⇔
I3 u3 v3,( ) W3 x3 y3,( )⇔
I4 u4 v4,( ) W4 x4 y4,( )⇔

θ

Fig. 4. Test Environment.

Fig. 5. Region of interest (ROI) editing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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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제거를 통해 물체영역이 구해지면 에지에 기반

한 그림자 제거와 연결화소 분석 및 병합 과정을 통해

각 물체 영역이 구분되고, 역 투시 투상을 통한 객체의

실제 크기 추출과 자세 추출 알고리즘이 진행된다.

Fig. 7은 Camera1에서 추출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량(초록색 박스) 영역와 진행 방향 및 보행자(빨간색

박스)가 안정적으로 추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과 9는 곡선 구간에서 추출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량과 보행자를 잘 구분해 내고 차량의 자세도 안정

적으로 추출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검출하

고 위치와 방향을 추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도로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안정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대각선형 LBP (DLBP)를 기본 연산자로 하고

DLBP 히스토그램을 구해 배경 을 모델링하고 전경 객

체 추출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LBP 대신에

코드의 수가 절반이 되는 DLBP를 사용함에 따라 계산

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실시간 처리가 가능

하였다. 또한 후처리 과정으로 그림자 제거와 객체 병

합 및 객체 분류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차

량의 위치와 방향을 실 세계 좌표계에서 정밀하게 추

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도로 감시 분

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향후 자율 주차 시스

템에 적용하여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이 안전하

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보다 전역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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