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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Tracking Algorithm Using Weighted Color Centroids Shifting

Euncheol Choia), Suk-Ho Leeb), and Moon Gi Kanga)‡

요 약

최근 평균이동(mean shift) 알고리즘과 같은 커널 기반의 추적 알고리즘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알고리즘은 커널

이 제공하는 컬러 히스토그램 정보와 약간의 공간적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적은 연산량으로 추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 그러나 공간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방성 커널과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한 바타차야 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정성

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커널과 바타차야 계수의 사용이 왜 알고리즘의 불안정성을 야기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이 분

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표적을 구성하는 컬러별 중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적의 컬러, 
컬러별 화소의 빈도, 공간적 정보 등이 반영된다. 제안한 방법은 평균 이동 방법보다 결과의 오류 비율이 적으며, 다음 프레임에서의

표적 위치가 반복 없이 한차례의 연산으로 얻어진다. 또한, 낮은 프레임 율 및 일부 폐색이 발생하여 평균 이동 방법으로는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동작한다.

Abstract

Recently, mean shift tracking algorithms have been proposed which use the information of color histogram together with some 
spati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kernel. In spite of their fast speed, the algorithms are suffer from an inherent instability 
problem which is due to the use of an isotropic kernel for spatiality and the use of the Bhattacharyya coefficient as a similarity 
func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how the kernel and the Bhattacharyya coefficient can arouse the instability problem. Based on 
the analysis, we propose a novel tracking scheme that uses a new representation of the location of the target which is constrained 
by the color, the area, and the spatiality information of the target in a more stable way than the mean shift algorithm. With this 
representation, the target localization in the next frame can be achieved by one step computation, which makes the tracking stable,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such as low-rate-frame environment, and partial occlusion.
 
Keyword : tracking, mean shift, color, centroid low-rate-frame, Bhattacharyya coefficient, isotropic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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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체 추적의 응용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꾸

준히 대두되면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한 추적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감시 시스템

등에는 팬/틸트/줌 (PTZ) 카메라가 많이 이용되면서, 카메

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물체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적 카메라 환경에서의 추

적은 정적 카메라 환경에서보다 움직임 정보의 불확실성이

크고, 배경 이미지를 쉽게 모델링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기보다는 컬러나 텍스쳐 정보를 활용하는 추

적알고리즘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이러한 알고리즘들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는 커널 기반

의 평균이동(mean shift) 추적기법
[1][2]

이다. 이 방법은 물체

의 컬러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적은 연산량과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커널기반 추적 알고리즘은 비디오의 초

당 프레임율이 낮을 때, 추적하려는 물체가 빠르게 이동할

때, 카메라가 움직일 때 등 영상에서의 물체 이동량이 갑자

기 커지면서 추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평균이동

추적방법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물체의 위치 뿐 아니라 크기도 추적이

가능한 비대칭 커널 기반의 추적 알고리즘이 제안되었고
[4], 

확산이론과 평균이동방법을 하나의 식으로 묶은 형태의 추

적알고리즘
[5]
도 개발되었다. 또한 추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컬러뿐 아니라 에지 및 텍스쳐 등의 피쳐

(feature)를 비선형으로 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다중 피쳐기

반의 평균이동 추적방법이 제안되었다
[6]. 유사한 개념으로, 

적외선 영상과 같이 대조비가 낮은 경우 추적성능을 개선

하기 위하여 컬러 피쳐와 옵티컬 플로우(optical flow)를 함

께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7]. 또한 기존에 연구가 많

이 된 모델인 칼만(Kalman)이나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
와 결합된 형태의 평균추적 알고리즘도 다양하게 개발되었

다
[8-10]. 개선된 칼만필터(improved Kalman filter)와 평균이

동 방법을 결합한 형태로 추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8], 추적 수행 시 초기 프레임에서 계산한 표

적모델(target model)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 프레임에

서 표적을 추적하기에 점점 부적합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적모델을 파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예측 및 최신화

하여 추적의 안정성을 높이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기도 하였

다
[9][10]. 또한 히스토그램을 구할 때 연산량을 줄이고 잡음

에 대한 강인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양자화를 균일하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의 독립성분분석(ICA, independ- 
ent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적응적으로 하는 알고리

즘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11].

본래의 평균이동 추적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지만, 평균이동에 기반한 방법

은 근본적으로 불안정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평균이

동에 기반한 추적알고리즘이 태생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컬러보다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컬러에 보다 민감하

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표적에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사한 컬러가 배경에 존재할 때 이

컬러의 영향으로 추적 실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

서 이러한 사실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상기 분

석에 기반하여 표적을 구성하는 컬러들의 중심들을 가중

평균하여 표적을 추적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소수의 컬러보다는 다수의 컬러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하여 추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제시하기위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평균이

동 추적방법보다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인다. 특히

초당 프레임 율이 낮은 비디오나 표적의 일부분이 폐색

(occluded)되어 컬러의 구성 비율이 바뀌는 경우에도 안정

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실험 결과로 제시한다. 

Ⅱ. 평균이동 추적 알고리즘 분석

여기에서는 기존의 평균이동에 기반한 추적 방법의 불안

정성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중심 이동

에 기반한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평균이동 추적 방법은 위

치 y에서 각각 개의 bin을 갖는 표적 모델(target model)
의 히스토그램과 표적후보(target candidate)의 히스토그램

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바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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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계수 (Bhattacharyya coefficient)를 이용한다.

y≡pq 
 



y (1)

여기서 q  , p   는 각각 표적

모델과 표적후보를 등방성 커널 로 가중시킨히스토

그램을 의미한다. 평균이동 알고리즘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방성 커널은 Epanechnikov profile이다
[12]. 표적 모델 q는

초기 프레임에서 표적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계산되고, 표

적 후보 p는 현재 프레임에서 표적이 있다고 추정되는 영

역에서 계산된다. 위의 계수가 최대값을갖는 위치가 표적

의 위치가 되는 것이다. 위의 계수가 최대가 되는 위치 y은

y

  



∥yxi ∥



  

 xiig∥hyxi∥


(2)

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는 의 미분인 ′ 를 이

용하여  ′ 로 정의되며
[12], 는 계수를 계산하

기 위해 사용되는 영상 영역의 화소 개수를 의미하고, xi는
현재 연산을 수행하는 화소의 위치를 의미한다. 또한, y는
이전 프레임에서 표적의 위치를 나타내고, 

 
 







y


xi  u  (3)

이다. 여기서 ⋅는 [ ]안의 값이 0 일 때 1을 아닐 때는

0을출력하는 크로네커(Kronecker) 델타 함수로써 xi 가
일 때에만 그 앞부분에 있는  y 이 계산되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는 화소 xi의 컬러 값을

양자화된 컬러 빈(bin)으로 매핑 시켜주는 함수이다. 

식 (2)로부터 우리는 평균이동 벡터 yy가 가중치 함

수 와 로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y

에 대한 의 비율이증가할 때 가중치 도증가한다. 따라

서 가중치 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증가한다.

1. 현재 프레임의 표적을 구성하고 있는 컬러 bin 가 감

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 증가할 경우)

2. 커널 에 의해서 
y이 작아질 경우

첫 번째경우는 컬러 bin u에 속하는 화소가 폐색(occlu- 
sion)되거나밝기가변화될때 발생한다. 두번째는 현재 프

레임에서 컬러 bin u에 속하는 화소가 초기 때 보다 커널의

가장자리쪽에 위치했을 때 발생한다. 이는 커널이 중심을

기준으로 단조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경우는 카메라의 패닝(panning)이나 표적이 빠르게 이동

하여 두 프레임 간 겹치는 부분이 적거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럴경우 비록그 컬러가 표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적더라도, 표적이 아닌배경에 존재하는 컬러 bin u값을

갖는 화소에 영향을 받아 그쪽으로 평균이동벡터가 빠져

나가게 된다. 
평균 이동 알고리즘이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컬러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바타차야 계수를 구하는

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프레임에서 표적이 이전

프레임의 위치로부터 이동을했다면, 평균이동 알고리즘은

이전 프레임의 표적 위치에서 바타차야 계수의 값을 우선

구하고, 그값이 가장 빠르게증가하는쪽으로 평균이동벡

터를 생성시킨다. 바타차야 계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히스토그램의 유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기 때문

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바타차야 계수의 사용이 초기 프

레임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컬러의 히스토그램이 증가하는

방향보다 오히려 초기 프레임에서 소수를 차지하던컬러의

히스토그램이증가하는 방향이될수될수 있다. 결국이러

한 경우 소수 컬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균 이동벡터가

이동하게 되어 추적에 실패하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

러한 경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도록 한다. 증명을 간단하

게 하기 위해서 컬러 bin이   및   에 해당하는 화소

들의 히스토그램만 표적의 움직임으로 인해 변화하며

  임을 가정한다. 이럴 경우  y이 0보다 큰 만

큼증가하고  y는 만큼감소하거나 반대의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 때, 바타차야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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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에 따른 바타차야 계수

그림 1. 에 따른 히스토그램의 변화와 바타차야 계수
Fig 1. Changes of histograms and Bhattacharyya coefficients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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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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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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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y (6)

의 값으로 변화한다. 이 때, 식 (7)의 값이 식 (8)보다 클

조건은

yy 

yy

(7)

 

이 되며, yy  을테일러급수로

근사화한 후 정리하면

yy ≃


y


(8)

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yy 

도 근사화 한 후 식 (9)에 적용하면









y





y







   (9)

을 얻는다. 따라서 만약




y
y

(10)

라면 0보다큰 이 존재하게 된다. 즉, 식 (17)을 만족할 때, 
식 (7)의값이 식 (8)의값보다 크게 된다. 이것은앞에서언

급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즉초기 히스토그램에서 다수

를 차지하고 있던 컬러보다 소수를 차지하고 있던 컬러가

증가하는 방향이 히스토그램의 유사도가 더큰것으로판단

하여 이 방향으로 평균이동벡터가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추적에 실패하는 원인이될수 있

다. 앞에서언급한 바와 같이, 단조 감소하는 형태의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소수의 컬러에 해당하는 화

소들보다 다수의 컬러에 해당하는 화소들이 커널의 중심으

로부터멀리떨어져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
은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R, G, B 세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컬러의 초기

히스토그램( )는 각각  이다. 또한

현재 프레임에서의 히스토그램은 

이다. 이 때, 그림 4.(a)는 G의 히스토그램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0보다 큰 만큼 R이 증가하고, B가 감소하는 경

우, 그림 4.(b)는 만큼 R이 감소하고, B가증가하는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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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진 히스토그램 분포를 나타낸것이다. 히스토그램의

분포를볼 때 그림 4.(b)의 방향으로 히스토그램 분포가 변

화되는 것이 초기값과 더 유사하다. 그러나 그림 4.(c)에 제

시된 각 경우의 바타차야 계수를 보면 오히려 그림 4.(a)의
바타차야 계수가 더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바타차야 계수를

구하는 식이 제곱근 함수를 사용하는데, 제곱근이입력과출

력의 비율로 볼 때 작은 값보다 큰 값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출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수의 컬러보다 소수의 컬러에 영향을 더 받는 평균 이동

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수의 컬러에 해당하는 화소들

을 더 고려하고, 커널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리 함수를 제안한다.

III. 컬러들의 중심을 이용한 추적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앞의 평균이동 추적 알고리즘의 약점에 대

한 분석을 기반으로 컬러들의 중심을 이용한 추적 알고리

즘을 새로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평균이동의 불안정성

은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함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거리함수를 제안한다. 

1. 평균이동 알고리즘에서쓰는 바타차야 함수는 경우에

따라 다수 컬러보다 소수 컬러에 더 영향을 받으므로

가능하면 다수 컬러에 중심을 두는거리함수의설계가

필요하다.
2. 특히 폐색(occlusion)시에 추적대상 컬러에 대응하는

픽셀의 개수가달라짐으로 인해 가중치 함수가달라지

기도 하므로픽셀의 개수에 비교적덜영향을 받는거

리함수의 설계가 필요하다. 
3. 평균이동알고리즘에서 쓰는 바타차야 함수보다 색상

들의 위치에 대한 통제(constraint)를 보다 강하게주는

거리함수가 필요하다. 

제안한 방법은 영상에서 특정 물체를 구성하는 각 컬러

들에 해당하는 화소들의 기하학적 중심의 가중평균이 그

물체의 중심 위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제

그림 2. 제안한 추적 알고리즘의 전체 흐름도
Fig 2. The flow chart of the proposed tracking algorithm

안한 알고리즘의전체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초기 프레

임에서는 추적할 표적을 선택하고 표적의 영역과 위치를

결정한다. 이것은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

해 결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영역과 위치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가정한다. 표적의 영역이 정해지면, 표적에

대한각컬러의 가중치 및각컬러에 속하는 화소들의 중심, 
즉컬러 중심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가중치와 컬러 중심

을 이용하여 가중 평균을 구하면 표적의 중심위치가 된다. 
초기 프레임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후 다음 프레

임에서는 초기 프레임에서 계산한 표적의 중심 위치를 중

심으로검색 영역 설정한다. 그리고 검색 영역에 존재하는

화소들에 대해각컬러 중심을 구한다. 그런다음 초기 프레

임에서 구한 가중치와 현재 프레임에서 구한 컬러 중심의

가중 평균으로 현재 프레임에서의 표적 위치를 결정한다. 
다음은 이러한 추적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거리함수는


 


∥y

∥
(11)

이다. 여기서 
은 번째프레임에서의 컬러 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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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소들의 중심으로





  



x 


  

 xx 

(12)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영역의 범위를 각각

나타내며, 나머지는 식 (3)과 동일하다. 즉, 위의 식은 일정

영역에서 컬러가 인 화소들의 위치를 평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 (11)은 최소 자승문제로 식 (11)을 최소화 하는

위치 벡터 y는 미분을 수행하여

그림 3. 컬러 중심 및 이의 가중평균으로 구한 표적의 중심
Fig 3. Color centroids and the center of the target calculated by weight-
ing average of the centroids

y 
u 

m qu

u 

m quMun
(13)

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표적영역에서 컬러 에

해당하는 화소의 개수, 즉히스토그램으로 그 컬러의 가중

치역할을 한다. 그림 2의 오른쪽그림에서 ◉로 표시한 것

이 실제로 각 컬러들의 중심을 나타낸 것이고, 식 (13)을
이용하여 구한 표적의 중심위치는 ○+로 나타내었다.
초기프레임에서 표적의 중심위치를 계산한후다음 프레

임(현재 프레임이 번째프레임이면  번째프레임)에

서의 표적 위치를찾기 위해 우선 이전중심위치를 중심으

로검색윈도우를설정한다. 그런다음검색영역안에서 식

(12)를 이용하여 각 컬러들의 중심을 구하고, 초기 프레임

에서 계산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이들 컬러 중심들의 가중

평균을 구한다. 즉, 이때의 표적 위치는

 

y 
u 

m quMun

u 

m quMunMun

(14)

 
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는 현재 프레임의 검색

영역에서 컬러 가 존재하지않아 
이 존재하지않을

때에는 0을출력하고, 존재할 때에는 1을 출력하는 함수이

다. 식(14)는 결국식 (13)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다른점은

초기 프레임에서는 이미 얻어진 표적 영역에 대해 중심을

구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전 프레임에서 계산된 표적의

중심을 통해 설정한 검색 윈도우 영역에 대해 가중평균을

구한 것이다. 초기 프레임에서 설정한 가중치를 사용하였

기 때문에, 현재의검색윈도우 영역에 존재하는 컬러라 하

여도, 원래 표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표적 중심위치 계산

시 이 컬러에 대한 고려는 하지않게 된다. 따라서 위의 식

으로 결정된 중심위치는 단순히 검색 영역의 정 중앙을 가

리키는 것이 아니라 검색 영역에 존재하는 표적의 중심위

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검색 영역의 크기는 제안한 알

고리즘이 적용되는 환경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 
즉, 카메라 모션이 크게 존재하거나 프레임율이 낮아 프레

임간 물체의 이동거리가큰경우검색 영역를 크게설정해

야 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표적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설정

하도록한다. 그러나검색 영역이너무클 경우 표적의 색상

과 유사한 배경 컬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이를 고려

하여 설정해야한다. 검색 영역의 크기는 여러 실험을 통해

서 볼 때 표적 크기의 1.2에서 2.5배 정도가 적절하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식(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중치가

이 되므로, 평균이동방법보다 표적 모델의 히스토그램 중

다수픽셀을 차지하는 컬러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론 및 2장에서 분석한 것처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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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aviarWalk[13] 영상을이용하여평균이동방법(윗행)과제안한방법으로추적한결과 (아래행). 왼쪽에서오른쪽으로 260, 296, 303, 339번째프레임.
Fig 4. Experimental result of the mean shift(upper row) and the proposed method(lower row) using CaviarWalk images[13]. From left to right, 
the frames 260, 296, 303, 339 are shown

이동 추적방법이 히스토그램의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다수

컬러보다는 소수 컬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문제를 해결하

였다. 또한 실질적인 추적 과정에서 컬러 히스토그램을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컬러들의 중심인 
를 사용하여 화소 개

수변화에덜민감하도록설계하였다. 따라서 평균이동 방법

보다 폐색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추적이 수행된다. 또

한 현재 추적대상의 위치 은 
들의 가중평균이므로, 평

균이동방법보다 강한 공간성(spatialty)를갖는다. 표적 모델

을 구성하고 있는 컬러 중 일부가 배경의 유사한 컬러로 인

해 그 중심의 위치가변하더라도 그렇지않는 컬러들의 중심

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연산량도 평균이동 방법보다 적

다. 평균이동방법이 바타차야 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제곱

근 연산을 수행하고, 바타차야계수가 가장 큰 위치를 찾기

위해 반복법을 사용하는 데에 반해 제안한 방법은 제곱근

연산이 필요없고, 닫힌형태(closed form)의 해를 제공하여

반복 없이 단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IV.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검증하기 위하여 [13]에서 제

공되는 동영상을 활용하였다. 제공되는 동영상은 각 표적

들의좌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 이 데이터를 실험에 사용

하였다. 평균이동 추적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식

(3)과 식(12)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는 256×256 
×256의 컬러를 16×16×16로 균일하게 매핑하는 함수로 사

용하였다. 그림 3은 “CaviarWalk”영상의 260번째 프레임

부터 430번째프레임까지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제시

한 것이다. 그림 3의첫번째영상은 초기화 프레임이며, 두
번째 영상은 햇볕의 영향으로 표적의 컬러 구성이 바뀌었

을 때의 프레임을 나타낸것이다. 그 차이는 비록적더라도

제안한 알고리즘은 컬러 히스토그램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컬러 중심들의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것으로

컬러의 변화에 덜 민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
영상은 표적 옆에 유사한 컬러를 가지는 배경이 존재하는

그림 5. CaviarWalk의 프레임별 추적 오차
그림 5. Tracking errors of each frames using "Caviar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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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viarWalk2의 초기 프레임과 프레임별 추적오차.
Fig 6. Initial frame and tracking errors of each frames using "CaviarWalk2"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이동추적방법의 경우 표적과

배경물체가 유사한 컬러 분포를 갖기 때문에 배경 물체쪽

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은

검색 영역에서 컬러 중심들의 평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평

균이동 추적 방법보다 안정적으로 추적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비록네번째영상에서 보듯두 알고리즘 모두 추적에

성공하였지만, 추적오차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더 적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영상의 프레임별 추적오차는 그림 4
(CaviarWalk1)에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프레임의 평균 추

적 오차를 표 1(CaviarWalk1)에 제시하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검색영역의 크기는 표적의 1.5배이었다. 동일한 시

퀀스의 35번째 프레임에서 160번째 프레임까지를 사용한

실험의 프레임별 추적오차를 (CaviarWalk2)를 초기 프레임

과 함께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제안한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 해당

평균 거리 오차

(픽셀)

1초당 처리
프레임수

(frames/sec)
CaviarWalk 1 평균이동 방법 10.86 490.31

제안한 방법 2.47 2680.58

CaviarWalk 2 평균이동 방법 8.92 279.31

제안한 방법 5.00 1640.39

표 2. CaviarWalk 영상에 대한 평균 추적 오차 및 초당 처리 프레임 수
Table 2. Mean tracking error and the number of processing frames 
of "CaviarWalk" sequence

시퀀스의 평균 추적오차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동일한 시퀀스(CaviarWalk1)를 사용하여 프레임율

이 낮아 프레임간 표적의 이동거리가 클 경우에 대한 실험

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는 각각 5, 10, 15, 20 프레임당

하나의 영상을 순서대로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검색영역은각각표적 크기의 1.2, 1.5, 2.0배로

설정하여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평균이

동 추적 알고리즘과 1.2배의검색영역을설정한 제안한 알

고리즘은 10 프레임당 하나씩 사용한 시퀀스까지 추적에

성공하였다. 1.5배와 2.0배의검색영역을설정한 방법은각

각 15, 20 프레임당 한 장씩 사용한 시퀀스에 대하여 추적

에 성공하였다. 이는 평균이동 방법의 경우 프레임간에 겹

쳐지는 부분이 적거나 없을 경우 추적에 실패한다는 사실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안한 방법도 검색영역이 표적의

이동거리에 비해 작을 경우 추적에 실패함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검색 영역이 더

넓을 경우 추적에 성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검색영역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경우 배경 컬러의 영향으로 추적에 실

패하게 된다.
이번에는 실제로 획득한 영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림 10에 제시하였으며, 이때 검색영역은 1.5배이다. 이
경우는 표적의 배경에 표적과 유사한 컬러가 존재하는 경

우로볼수 있다. 그림 10의 표적은흰색, 연한갈색, 검정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이동추적 알고리즘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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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표적과 유사한 컬러의 배경이 존재하는경우 평균이동방법(윗행)과 제안한 방법으로추적한결과 (아래행) 및프레임별추적오차.왼쪽에서오른쪽으로
150, 204, 258, 279번째 프레임.
Fig 7. Experimental result of the mean shift(upper row) and the proposed method(lower row) and tracking errors in case of the existence of similar 
colors with the target's in the background. From left to right, the frames 150, 204, 258, 279 are shown.

림 10의 두 번째 그림에서는 배경의 흰색, 세 번째 그림에

서는흰색 배경과검은색 배경(왼쪽사람)에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마지막그림에서 보듯추적에 실

패하게 된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두번째영상에서흰색

의 중심이 배경에 의해 우측으로 이동하지만 다른 컬러들

의 중심은큰변화가 없기 때문에 배경에 영향을 적게 받고

결국추적에 성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유사한 배경의

컬러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중치가 초기에서설정한

것이므로, 배경 컬러로 인해 추적에 영향을 받는 것이 평균

이동 방법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그림 10의 아래쪽그래프

는 검색 영역에 따른프레임별 추적 오차를 나타낸것으로

검색 영역의 크기가 1.2 혹은 1.5일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는 표적이 다른 장애물에 의해 일부 가려졌을

때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보기 위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안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추적을 수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적의 일부분이 존재

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나머지 부분을 이용하여 컬러 중

심을 구하고, 이들 컬러 중심에 대한 가중치는 초기 프레임

에서 구한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현재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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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표적의 일부가 폐색되는 경우의 (왼쪽부터 순서대로 89, 113, 131, 172번째 프레임)실험 결과 및 프레임별 추적오차
Fig 11. Partial occlusion case with proposed algoritm and its tracking errors. The frames 89, 113, 131, 172 are shown.

에서 그 구성 비율이 낮은 컬러가 초기 프레임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가중 평균을 구할 때 초기 프레

임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성공적으로 추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검색 영역의 크기를 1.2, 1.5로 설정했을 때의 추적오차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추적의 성능 뿐 아니라 연산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

균이동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평
균이동 방법의 연산은  log [14]으로 표적 크기에 따

라 크게증가한다. 또한 반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횟

수의 반복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연산량이 더 늘어나게 된

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컬러별 중심을 구하고 가중평균

을 구하는 과정이 대부분이므로 연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제안한 방법은 평균이동방법에서는 사용하지않는 검색

영역을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연산량은 증가하나 이의 영

향은 미비하다. 표 1의 오른쪽열에 CaviarWalk 영상을 실

험할 때 소요된 수행시간을 측정하여 초당처리 프레임 수

를 제시하였다. 측정은 C언어의 clock_t 를 사용하였으며

영상을 읽고 쓰는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추적을 수행

하는데에 소요되는 부분만 적용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방법의 연산량이 평균이동방법에 비해 적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프레임 추출 빈도 (X 프레임당 1장)

5 10 15 20

평균이동 ○ ○ × ×
제안한 방법 (1.2) ○ ○ × ×
제안한 방법 (1.5) ○ ○ ○ ×
제안한 방법 (2.0) ○ ○ ○ ○

표 3. 다른 프레임 율을 갖는 영상에 대한 추적 성공여부 (CaviarWalk1)
Table 3. Tracking results according to frame rate 

Ⅴ. 결 론

본 논문은 평균이동 추적방법의 불안정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거리함수를 사용하여 추적

하는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표적을

구성하고 있는 컬러들의 중심을 이용한 것으로 기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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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해 소수 컬러 및 배경 컬러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하여 평균이동 추적방법보다 안정적으로 추적이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에서 사용되는 검색

영역의 크기 설정은 경우에 따라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최적의 검색영역을찾는 방법

을 연구해야한다. 또한 현재까지 평균이동 추적방법을 개

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 중 제안한 알고리즘에도 적용가능한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파티클 필터 등을 이용하여 초기 모

델을 업데이트 하거나 양자화를 적응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것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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