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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ving object segmentation from a nonstationary camera is a difficult problem due to the motion of both camera 

and the obje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onfidence-based background subtraction technique from moving 

camera. The method is based on clustering of motion vectors and generating adaptive multi-homography from a pair 

of adjacent video frames. The main innovation concerns the use of confidence images for each foreground and 

background motion groups.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that our confidence-based approach robustly detect moving 

targets in sequences taken by a freely moving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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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물체 영역을 배경에서 분리하는 배경 제거(background 

subtraction)는 동영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지

능형 보안 감시 분야의 경우 배경을 분리하여 추출된 전

경 객체를 인식이나 추적, 행동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추출되는 영역의 정확도가 전체 시스템의 성

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능형 CCTV와 같은 대부분의 

감시 시스템에서는 고정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다양한 

배경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해 영상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추출한다[1-7]. 

최근 들어 고정식 카메라가 아닌 이동하는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추출해야 하는 필요성

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10]. 대표적인 분야가 지능형 자동

차와 드론 분야인데, 드론의 경우 원래는 군사용으로 많

                                                                                                          
†
E-mail: ykchoi@koreatech.ac.kr 

이 사용해왔지만 최근 그 활용 분야가 광범위해지고 있

다. 특히 초창기 모델보다 더욱 소형화되어 대중화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대폭 늘어나고 있

다. 보통 드론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촬영이나 방

송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드론

으로 개인의 활동을 촬영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흔들리는 카메라에서 사람을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서는 이동하는 카메라 영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안정적

으로 검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군사 부분에서 적

을 추격하거나 범인을 안정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드

론의 카메라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0-13].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카메라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영

상 내의 움직이는 객체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춘다.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의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배경 제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전역적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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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 보정(Global Motion Compensation, GMC)인데, 인접 프레

임에서 배경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먼저 찾고, 이를 보정한 

영상을 만들어 현재 영상과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

다. 만약 인접 프레임 영상들이 동일한 시점(카메라 위치)

을 기준으로 변환된다면 원래의 문제는 이제 기존의 고정

카메라에 대한 배경 제거 문제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본 논문

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하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동기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된 카메라 움직임 보정 

및 이동 객체 추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 실험결

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가장 간단한 배경 제거 방법은 프레임 차이법인데, 이

전 프레임과의 차 영상 통해 전경 영역을 추출한다. 이 

방법은 빠르고 간단하지만 이동하는 객체의 경계에서만 

검출이 되고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

다[2,4,5]. 이에 비해, 배경 차이법은 배경 모델(background 

model)을 갱신하면서 현재 프레임과 모델과의 일치도를 

계산하여 전경 영역을 추출한다[1]. 이 방법은 다수의 이

전 프레임들로부터 배경 모델을 유추하고 현재 화소 값

과 모델과의 적합성을 계산하여 그 화소가 배경인지 전

경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카메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는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영상 내의 동일한 위치가 

다수의 이전 프레임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본

적인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카메라에 대한 배경 제거 방법은 

동영상 압축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하게 카메라의 움

직임 정보를 먼저 추출해 이전 프레임 영상을 동일한 시

점으로 변환한 후 움직이는 영역을 찾는 방법을 사용한

다[10-12]. 이를 위해 전역적 이동 보상(global motion 

compensation, GMC)을 위한 하나의 호모그래피(homography) 

행렬을 만들어 이전 프레임 영상을 변형한 후 배경을 추

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Chang 등은 다중 시점에서 호모

그래피 행렬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화소값의 정확도를 

파악한 후 평행 필터를 이용하여 배경과 전경을 구별하

였다[11]. 이 방법은 하나의 호모그래피 행렬을 이용했을 

때 생기는 제한사항을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특징점

을 추출하여 호모그래피 행렬을 생성한다. 하나의 호모그

래피 행렬만 생성할 때와는 다르게, 특징점의 분리물

(outlier)을 또 다른 연결점으로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호모그래피 행렬을 생성한다. 각 화소에는 이렇게 

뽑힌 호모그래피 행렬들이 GMC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선택되어 배경 제거를 수행한다. 

Kwak 등은 장기 궤적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14], 프레임 간 모션을 추적하는 것은 유사하나 배경 모

델 생성에 베이지안 추론법이 사용되어 정확도를 높이고, 

이전의 결과가 이후의 결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모션 벡터를 다수의 모션 그룹으로 나누어 

여러 개의 호모그래피 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10]. 이 방법은 보다 체계적으로 호모그래피를 생성하고

자 했는데, Jin 등의 방법이 단순히 반복적인 연산으로 여

러 호모그래피 행렬을 생성 했다면[15], 이들은 모션 벡터

와 영상 내의 높이 값을 추가하여 각 값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한 후, 배경으로 추정되는 모션 벡터를 그룹으로 나

눈 후 각각의 그룹에 대해 호모그래피 행렬을 생성하였

다. 그러나 GMC 처리 후 실제 배경 제거를 위해 다수의 

이전 프레임 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호모그래피 행렬을 사용하는 배

경 제거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평균 벡터를 이

용해 모션 벡터들을 먼저 전경과 배경 그룹으로 분리하

고, 각각의 신뢰도 영상을 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상에

서 움직이는 객체 영역을 배경에서 분리하는데, 특히 배

경 제거를 위해 다수의 이전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움직이는 카메

라 영상에서 이동 객체 영역을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제안된 알고리즘 

 

Fig. 1은 제안된 방법의 전체 흐름도를 보여준다. 인접한 

프레임에 있는 한 쌍의 영상이 입력되면 먼저 영상 내의 

특징점들을 추출한다. 이들 특징점을 추적 알고리즘을 이

용해 대응시키면 두 프레임 사이의 모션 벡터가 만들어

진다. 모션벡터에서 평균 모션 벡터를 구하고 이를 이용

해 각각 전경과 배경으로 추정되는 초기 모션 벡터 그룹

을 만든다. 초기의 전경과 배경 벡터들은 각각 k-means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군집화(clustering)하고, 각 그룹에 대한 

호모그래피 행렬을 구한다[12]. 이러한 다중 호모그래피 

행렬을 이용해 전경과 배경에 해당하는 신뢰도 영상을 

구하고, 이를 통해 움직이는 물체 영역을 추출한다. 

 

3.1 특징점 및 모션 벡터 추출 

인접한 두 개의 프레임이 주어지면 두 프레임 사이의 

연관성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각 프레임의 특징점들을 

추출해야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매우 다

양하다. Kim 등은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

리즘을 사용했는데[10], 기존의 Harris corner 알고리즘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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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scheme. 

 

인 영상 크기 변화에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og 

(Difference of Gaussian)를 기반으로 이미지 내에서뿐만 아니

라 스케일 면에서도 코너 특성이 극대인 점을 찾고자 하

였다. 따라서 성능은 비교적 뛰어나지만 연산량이 매우 

많다. 이에 비해,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

은 SIFT의 단점인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1채널의 

흑백 영상에서만 작동하여 컬러 영상이 가지는 유용한 

특징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컬러 영상의 특징과 속도 향상 모두를 이용

하기 위해 [15]에서와 같이 보다 연산량이 적은 Harris corne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한다. Fig. 2(a)는 Harris 

corner 알고리즘을 실행해 영상 내의 특징점들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Result of feature tracking, (a) Harris corner feature 

extraction, (b) KLT tracker result. 

 

특징점이 추출되면 다음 단계로 인접 프레임사이의 특

징점들에 대한 대응 관계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대응 관

계는 두 영상에서의 각 영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다. 한 쌍의 대응 관계는 하나의 

모션 벡터가 되는데, 이와 같이 인접 프레임 사이의 모션 

벡터를 추출하기 위해 KLT 추적 알고리즘[13]을 이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Luscas-Kanade 광류 알고리즘을 개

조한 추적 알고리즘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Fig. 2(b)는 KLT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션 벡터 추출 결과의 

예를 보여준다. 

 

3.2 평균 모션 벡터의 크기 추출 

인접 프레임에서 다수의 모션 벡터가 추출되면 이들을 

물체와 배경 영역으로 초기 분류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영상에는 움직이는 전경 영역보다 움직이지 

않는 배경 영역이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움직이는 물체가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프레

임 사이의 모션 벡터들은 모두 같은 크기와 방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영상 내의 움직이는 객체들에서 추출된 모

션 벡터들은 카메라의 움직임과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고정된 배경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평균 

벡터를 사용한다. 즉, 배경 영역이 훨씬 넓다는 가정을 사

용하기 때문에, 배경 벡터들은 평균 벡터에 매우 가까울 

것이고, 반대로 전경 벡터들은 평균 벡터와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해 추출한 모

션 벡터들로부터 식 (1)을 이용해 평균 벡터를 구하고 식 

(2)와 같이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μ�� � ∑ ����
��  (1) 

σ � �	∑ 
�� � μ����

�	
 �� � μ��
�� 

(2) 

 

이때, ���  는 i번째 모션 벡터를 나타낸다. 

 

3.3 전경 및 배경으로 추측되는 벡터 분류 

평균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전체 모션 벡터를 전경과 

배경의 두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평균 벡터를 카메

라의 모션으로 추정하고, 어떤 모션 벡터와 평균 벡터의 

차이가 표준편차보다 큰 경우 이를 전경(foreground 또는 

outlier)으로 먼저 분류하는 것이다. 만약 카메라가 매우 빠

르게 회전하고 있거나 빠르게 확대나 축소를 하고 있다

면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경우)을 제외한 대부분

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프레임 샘플링의 속도에 비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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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자체의 회전이나 확대/축소가 많지 않다. 즉 회전

(rotation)도 연속적인 이동(translation) 이동으로 화면에 나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가정하였다. Fig. 3은 분류된 모

션 벡터들을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a)는 배경으로 추정

되고 (b)는 전경으로 추정되는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Fig. 3. Divide vector group, (a) presumed background 

vector, (b) presumed foreground vector or outlier. 

 

3.4 분류된 모션 벡터 군집화 

영상에서 부분적인 카메라 모션은 카메라와 촬영된 영

상의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카메라와 가까운 곳의 

모션 벡터는 그 변화율이 적지만 먼 곳의 모션 벡터는 변

화율이 크게 된다. 따라서 단일 호모그래피 행렬을 이용

한 전체 영상의 변환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영상의 모션 벡터를 유사한 부분들로 나누기 위해 한번 

더 군집화하는데, 이를 위해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평균 자승 오차(mean squared error)

함수 J���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전체 오차를 최소화시

키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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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경이나 배경으로 먼저 분류된 모션 벡터에들을 k-

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다시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

누어지며, 이것은 거리 등에 따른 다양한 배경 변화나, 여

러 이동 물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의 상황

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Fig. 4와 5는 각각 전경과 배경 

벡터를 세부 그룹으로 나눈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그림

에서는 각각 2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졌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실제 전경으로 추정되는 모션 벡터가 특히 더 

정확하게 분류되는 효과가 있다. 정확히 분류된 전경 벡

터는 이후에 처리될 실제 모션이 보상된 영상의 신뢰도

에 영향을 미친다. 

 

Fig. 4. Result of background clustering: (b) and (c) are 

zoomed image of different groups. 

 

 

Fig. 5. Result of foreground clustering: (b) and (c) are 

zoomed image of different groups. 

 

3.5 신뢰도 및 모션 보상 영상 추출 

전경과 배경 벡터의 군집화가 끝나면 각 그룹의 벡터

에 대해 호모그래피 행렬을 생성한다. 호모그래피는 한 

평면을 다른 평면에 투영시켰을 때 투영된 대응점들 사

이에 나타나는 변환 관계를 말하는데, 식 (4)와 같은 행렬

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좌표 계산 방법은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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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경과 배경 추정 벡터에 대한 호모그래피를 이용해 신

뢰도 영상을 만든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프레임의 각 화

소에 대해 각각의 호모그래피를 적용한 이전 프레임의 위

치를 계산하고, 식 (6)을 이용해 마스크 크기만큼의 인접 

영역의 밝기를 비교하여 가장 차이가 작은 호모그래피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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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것은 각 화소에서 대응되는 영역간의 오차가 가장 

작은 호모그래피를 실제 모션 보상에 사용할 행렬로 선

택하는 것을 말한다. Fig. 6 (a)와 (b)는 각각 배경과 전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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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모션 벡터를 이용해 제안된 방법으로 모션을 보

상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에 검은 부분들이 나타나

는 것은 모션 보상 처리를 특징점이 추출된 부분에 대해서

만 처리했기 때문이다. 즉, 특징점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텍스쳐가 거의 없는 배경일 확률이 높기 때

문에 영상의 모든 화소가 아니라 특징점이 추출된 화소와 

인접 영역들에 대해서만 모션 보상을 적용한다. 

 

 

Fig. 6. Result of motion compensation by (a) background 

homography, (b) foreground homography. 

 

 

Fig. 7. Confidence image by (a) background homography, 

(b) foreground homography. 

 

모션 보상 과정에 신뢰도 영상이 만들어진다.이것은 식 

(6)에 의해 선택되는 호모그래피를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최소 오차를 이용해 생성된다. Fig. 7은 전경과 배경에 대

해 추출된 신뢰도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

의 화소 밝기는 가장 잘 대응되는 호모그래피를 적용했

을 때의 프레임간의 밝기 오차가 된다. 이것은 움직이는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동하는 물체를 추출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3.6 신뢰도를 이용한 물체 영역의 추출 

제안된 방법은 Fig. 6과 같은 움직임 보상 영상이 아니

라 Fig. 7의 신뢰도 영상을 이용해 전경 영역을 추출한다. 

신뢰도 영상에서 밝기가 어두운 부분은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 된다. Fig. 7에서 배경 벡터의 경우, 물체(움직이고 

있는 자동차)가 나타난 구간의 신뢰도가 매우 낮음(밝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b)와 같은 전경 신뢰도 영상에

서는 자동차 영역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영상의 아래나 위 부분과 같이 안정적인 배경 영역에서

는 “전경”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전경 

영역은 배경 신뢰도 영상에서는 밝고(배경이 아닐 가능

성이 많고) 전경 신뢰도 영상에서는 어두운(전경일 가능

성이 많은) 부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신뢰도의 차이

를 통해 최종적으로 물체를 검출한다. Fig. 8(a)는 최종 신

뢰도 영상을 보여주며, (b)는 후처리(post-processing)를 통해 

최종적인 이동 물체 영역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8. Result of moving object detection. (a) reconstruct 

confidence image, (b) result of detection area. 
 

4.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window-10 운영체제의 PC에서 구현

되었고, visual studio 2013에서 C++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이동하는 카메라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 다

양한 도로 영상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카메라가 

차량을 따라가고 있거나 팬틸트에 의해 카메라가 움직이

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는 상황이며, 카메라가 

회전하거나 확대/축소하는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의 크기는 640ｘ360이다. 

Table 1은 도로 영상에서 몇 개의 프레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여준다. 이동 물체 검출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답(ground truth)과의 오차를 측정했는데, 대부분의 

 

Table 1. Comparisons between ground truth and automatic 

detection result 

Ground truth Automatic Detection Error time frame. 

 

18% 3.58s 31 

 

11% 4.377s 62 

 

9% 3.155s 77 

 

8% 4.313s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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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ample of object tracking. 

 

프레임에서 10% 내외의 오차를 보였다. 한 프레임에 대

한 처리 시간은 4초 내외로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특징량의 추출, 추적 및 다중 호모그래피 처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처리시간을 줄

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9는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검출되는 영역을 바탕으로 이

동 객체를 추적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나 드론 등에 장착되는 

움직이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물체를 추적하고 

탐지하기 위한 배경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먼저 모션 벡터를 배경과 전경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대해 다중 호모그래피 행렬을 찾는다. 또한 이를 바

탕으로 신뢰도 영상을 만들고, 이러한 신뢰도를 이용해 배

경과 달리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달리는 차량을 안정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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