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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정보를 이용한 CamShift 추적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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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이동 물체의 색상이 배경 내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이 존재하는 경우 컬러기반

에서 효과적으로 이동 물체의 추적 방법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컬러 기반 추적방법인 CamShift 알고리즘은 

배경 영상에 이동물체의 색상이 존재하는 경우 불안정한 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Depth 정보를 병합한 CamShift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Depth 정보 영상의 모든 

픽셀의 거리정보를 측정하는 Kinect 장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실험결과 이동물체의 거리정보를 병합시킨 제안

된 추적 방법은 기존 CamShift 알고리즘의 불안정한 추적기능을 보완하였고, CamShift 알고리즘만 사용한 경

우와 비교해 볼 때 추적성능을 향상시켰다. 

• 주제어 : 물체 추적, Camshift 알고리즘, Depth 정보, Kinect 장치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a color-based tracking method of a moving object effectively in case that the color of the 

moving object is same as or similar to that of background. The CamShift algorithm, which is the representative color-based 

tracking method, shows unstable tracking when the color of moving objects exists in the background. In order to overcome 

the drawback, this paper proposes the CamShift algorithm merged with depth information of the object. Depth information 

can be obtained from Kinect device which measures the distance information of all pixels in an imag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tracking method, the Camshift merged with depth information of the tracking object, makes up for 

the unstable tracking of the existing CamShift algorithm and also shows improved tracking performance in comparison with 

only CamShif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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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컴퓨터 비전과 로봇 응용 시스템에서 카메라를 통

해 획득된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물체를 추적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동물체 추적에 관

한 연구는 주요 산업, 의료, 군사 분야에 널리 활용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로봇틱스 및 위성관련 연

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사

실을 반영하듯 컴퓨터 비전 관련 분야에서는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왔다. 매 

프레임마다 영상의 차이를 통해 물체를 추적하는 방

법부터 추적물체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물체의 색상

을 이용하여 추적하는 등 여러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다[2,3].

기존의 이동물체 추적 방법들은 대부분 컬러 영상

을 사용하는데 컬러 기반의 이동물체 추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CamShift 알고리즘이다[4~6]. 

그러나 CamShift 알고리즘은 이동물체와 동일한 색

상을 갖으면서 이동물체 보다 큰 영상영역이 배경영

상에 존재할 경우 이동물체가 이러한 배경영상을 지

나칠 경우 기존 CamShift 알고리즘은 이동물체를 추

적하다가 동일한 색상을 갖는 배경영상 영역에 머물

게 되어 더 이상을 이동물체를 추적할 수 없는 근본

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컬

러 정보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한 방법이 유

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정보가 깊이

(Depth) 정보이다[7].

기본적으로 깊이 정보를 구하는 방법은 다수의 카

메라 영상이나 단일 카메라의 여러 시점에서 영상을 

획득한 후 각 픽셀의 시차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상당한 계산 시간을 요구하므로 

물체의 추적과 같은 실시간 응용 분야에서는 적합하

지 않다.

최근에는 Kinect의 등장으로 컬러 영상과 함께 깊

이 영상도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8]. 

마이크로소프트사의 Depth 카메라인 Kinect는 2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RGB 카메라와 함께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대상에 대해 3차원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로, 이를 이용하여 영상 정보의 실시

간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시간 3차원 정보의 

획득은 컴퓨터 비전 및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3

차원 영상 재구성과 동작 인식 및 얼굴 인식 등 공학

을 비롯한 의학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Kinect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특정 동작

을 인지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한 제어가 아닌 

모션을 이용한 제어가 가능해졌다[9].

본 연구에서는 기존 CamShift 추적 알고리즘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Kinect의 Depth 정보를 병합한 

CamShift 알고리즘 기반의 이동물체 추적을 제안함

으로써 색상기반의 물체 추적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안정된 물체 추적을 구현하고자 한

다. 제안된 병합 추적 방법을 구현하여 이동물체 추

적 실험을 수행한 결과 기존 CamShift 알고리즘의 

불안정한 추적기능을 보완하였으며, 깊이 정보를 사

용하지 않은 CamShift 알고리즘과 비교해 볼 때 제

안된 방법이 추적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Ⅱ. 제안된 이동 객체 추적 알고리즘

2.1 CamShift 알고리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중에 컬러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하는 알고리즘인 CamShift 알고리즘은 원하는 

영역의 컬러정보를 추출하고, 계속되는 영상에서 색

상을 비교하여 물체의 중심, 크기, 방향을 함께 추적

하는 알고리즘이다.

RGB색상에서 HSV컬러 모델로 변환된 영상에서 

CamShift 알고리즘으로 추적을 위해 초기 탐색 윈도

우의 크기와 위치를 선택하면, 먼저 객체의 위치와 

크기를 참고하여 CamShift 알고리즘이 계산될 영역을 

정하고 Hue(색) 영역 기반의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이때 Hue 값은 0∼180의 범위를 갖는다. Hue 영역 

기반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컬러 확률분포가 구해지

면 탐색 윈도우에서 객체의 중심을 찾고, 그 중심에 

탐색 윈도우를 재위치 시키고 영역을 찾는다. 영역의 

컬러 확률분포 스코어가 컬러 히스토그램 확률분포 

스코어에 수렴할 경우에는 새로이 탐색 윈도우를 설

정하고, 수렴하지 않을 경우 탐색 윈도우에서 객체의 

중심을 찾고 스코어가 수렴하는 영역을 찾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그림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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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Shift 알고리즘의 이동물체 추적 흐름도이다.

그림 2는 CamShift에 의한 물체 추적 결과이다. 

그림 2(a)는 입력 영상인 RGB영상을 HSV 컬러 모

델로 변환한 영상의 Hue 채널 영상이고, 그림 2(b)

는 HSV 컬러영상에서 추적하려는 컬러의 범위를 지

정한 Mask영상이다.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인 빨간색 

물체가 255인 영역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c)는 Hue 채널 영상과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역

투영한 영상인 BackProject는 Mask와 AND 연산한 

결과로 추적하려는 물체의 Hue 채널 색상과 히스토

그램이 같은 부분은 255, 그렇지 않은 부분은 0으로 

표시되었다. 그림 2(d)는 추적된 물체 위치를 원과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10].

그림 1. CamShift 알고리즘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Camshift algorithm

(a) Hue 영상 (b) Mask 영상

(c) BackProject (d) 추적 결과

그림 2. Camshift 물체 추적 결과

Fig. 2. Result of Camshift object-tracking

2.2 CamShift 알고리즘의 문제점

CamShift 알고리즘의 경우 이동물체의 히스토그램

을 추출하여 색상기반으로 물체의 밀집도를 분석한다. 

영상의 배경영역에서 이동물체의 히스토그램과 유사

한 영상영역이 없는 경우 이동물체에 대해 안정된 

추적을 수행한다. 그러나 배경 영상영역에 이동물체

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이 존재할 경우 이동물체가 

동일 색상의 배경영역 을 겹쳐서 통과하게 되면 추

적이 이동물체가 아니라 배경영역에 멈추게 되는 경

우가 발생한다.

(a) 경우 1 (b) 경우 1의 추적결과

(c) 경우 2 (d) 경우 2의 추적결과

(e) 경우 3 (f) 경우 3의 추적결과

그림 3. CamShift 추적의 문제점

Fig. 3. Drawback of Camshift tracking  

그림 3은 CamShift 알고리즘 추적의 문제점을 3 

경우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a),(c)는 이동물

체가 동일한 색상의 배경영역으로 부근으로 이동하

는 경우로서 이동물체(그림에서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가 정상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c)는 이동물체의 일부영역이 배경영역에 

중첩된 경우로서 추적이 이동물체와 배경영역을 동

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림 3 (b),(d),(f)는 (a),(c),(e)의 

이동물체가 동일 색상의 배경영역 위로 통과할 때의 

추적 결과로서 배경 영상영역이 이동물체의 영역보

다 클 경우 추적이 배경 영상영역에 고정되므로 이

동물체 추적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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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3과 같이 CamShift 알고리즘에서 선정된 

이동물체 추적을 한번 놓치게 될 경우 더 이상 이동

물체를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동물체와 배경물체와의 거리 정보를 

각각 이용하여 동일 색상을 갖는 배경영역으로 인해 

이동물체 추적을 수행할 수 없는 CamShift 알고리즘

을 추적 성능을 개선하였다.

그림 4는 Camshift 추적에서의 개선 내용을 그림

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프레임에서 추적 대상의 

깊이 정보와 색상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다음 

프레임에서 동일 색상의 배경 혹은 장애물 영상이 

있다 하더라고 추적 대상을 놓쳐버릴 확률은 매우 

적다.

그림 4. 제안된 알고리즘 개념도

Fig. 4. Conceptual diagram of proposed algorithm

2.3 Depth 이미지 구현

거리 정보를 구하기 위해 Kinect 장치를 사용하였다.  

Kinect의 IR Emitter에서 송출된 적외선은 물체에 

반사되어 IR Depth Sensor가 인식하고 그 정보를 이

용한다. 한 픽셀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Depth는 최소 

16-bit 이고 이 중 상위 13-bit은 해당 픽셀의 Depth 

Value, 하위 3-bit은 Player Index 값이다. 따라서 하

위 3-bit을 Shift 함으로써 Depth Value를 구할 수 

있다.  그림 5는 Depth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의 수식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

다. 는 Depth 값이고 4.095[m]은 Kinect Xbox

의 최대 인식거리이며 는 0∼255의 Gray Scale 

값이다.   값을 RGB 각 픽셀에 적용시켜 Gray 

Scale 영상의 Depth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거리가 

멀수록 Graylevel 값이 크다.

그림 5. Depth 표현 영상

Fig. 5. Image of depth representation

  
  



  ×  ÷ 

      

    
(1)

그림 6은 Gray Scale 히스토그램과 최대 빈도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탐색 윈도우의 위

치와 크기를 지정할 때 대상 물체의 Color 히스토그

램은 그 영역에서 추출된 값이 고정되어 그 색상과 

유사한 물체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Depth 정보

는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Depth 값이 달라지기 때문

에 Gray Scale 히스토그램 또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서 매 프레임마다 Gray Scale 히스토그램을 갱신한

다. 그림 6의 왼쪽 사진이 히스토그램의 갱신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히스토그램 형태는 유사하지

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들이 노이

즈가 되어 Gray Scale 히스토그램 정보를 영상추적

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Gray Scale 히스

토그램 정보 중 최대 빈도수의 성분만 추출하고 나

머지 빈도수가 낮은 성분들은 제거시켜 새로운 Gray 

Scale 히스토그램을 선정하였다. 그림 6의 오른 쪽 

그림에서 제거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Depth 히스토그램

Fig. 6. Depth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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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epth 노이즈 제거 흐름도

Fig. 7. Flow chart of depth noise cancellation

그림 7은 Depth 정보를 추출하여 가변되는 Gray 

Scale 히스토그램에서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여 최대 

빈도수 값만 이용하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초기

의 탐색 윈도우의 크기와 위치를 선택한 이후 Depth 

이미지를 추출하고 추출한 Depth 이미지의 히스토그

램을 바탕으로 확률 분포를 계산한다. 확률 분포의 

최대 빈도 값을 추출하여 해당 값으로 Mask 작업을 

수행한다.

2.4 CamShift 알고리즘과 Depth 정보 병합

CamShift 알고리즘 자체가 컬러 기반 추적 방법이

기 때문에 영상 내에 추적 물체와 유사한 색상 정보를 

가진 물체 또는 배경이 존재한다면 정상적인 추적기

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CamShift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3에서 기술된 

Depth 기반의 Gray Scale 히스토그램과 기존의 CamShift 

알고리즘을 병합하여 주변 또는 배경 내에 추적영상

과 비슷한 컬러 영역이 존재하더라도 이동물체를 안

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그림 8은 Backproject 병합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a)는 입력 영상인 RGB 영상에서 추적된 물

체의 위치를 사각형(혹은 사각형 내 원)으로 표시하

였다. 그림 8(b)는 Color영역의 Backproject 영상이

다. 추적하려는 물체인 빨간색 물체와 배경에서 빨간

색 영역 부분이 모두 255 Gray Scale 값을 갖는 영

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추적물체가 

유사색상에 가까이 갔을 때 추적범위가 넓어지거나 

추적대상이 바뀔 수 있다.

(a) 추적대상 (b) Color 영역 Backproject

(c) Depth 영역 Backproject (d) 그림(b)와 그림(c)의 AND연산

그림 8. 제안된 병합 알고리즘 결과

Fig. 8. Result of proposed merged algorithm 

 

그림 8(c)는 Depth 영역의 Backproject 영상으로서 

Gray Scale 히스토그램에서 최대빈도수의 값을 추출하

여 Backproject를 추출한 영상이다. 그림 8(d)는 Color 

영역의 Backproject 영상과 Depth 영역의 Backproject 

영상을 AND 연산을 수행한 영상이다. AND 영산을 

통하여 그림 8(b)에서의 유사색상과 그림 8(c)의 유

사거리를 제외한 오로지 추적 대상만의 Backproject

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8(d)의 Backproject 영상으

로 추적을 수행하면 유사색상 또는 유사거리에서도 

강인한 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Intel(R) Core i7-3770 

3.4GHz 사양의 개인용 컴퓨터에 Visual Studio 2010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카메라는 Microsoft사의 Xbox360 

Kinect v1을 사용하였다. Kinect RGB 카메라는 

CMOS 카메라로 640×480의 해상도를 지원하며, 

Kinect Depth 카메라는 CMOS로 320×240의 해상도

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크기를 640×480 해상도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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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였으며, 영상 획득 및 디스플레이, 객체 검출, 

그리고 기본적인 추적 알고리즘은 Intel 사의 영상처

리 오픈소스인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OpenCV 라이브러리는 PC 환경에 최적화된 코드로

서 PC 기반에서 영상처리 및 추적을 하는데 있어 

적합하며, CamShift 알고리즘의 경우 OpenCV에서 

함수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CamShift 알고리즘은 초기 히스토그램 컬러

정보만을 이용하여 추적하므로 그림 3과 같이 불안

정한 추적을 보였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 CamShift

에 Depth 정보를 병합한 알고리즘으로서 개선된 

CamShift 추적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3가지 경우

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여 추적 성능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추적 물체의 색상 영역이 배경 대상

영역보다 작은 경우이며, 두 번째 실험은 추적 영역

이 배경의 대상영역보다 큰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추적 영상이 단일 색상이 아닌 여러 개로 구

성된 경우에 대한 실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3.1 추적 영역이 배경의 대상영역보다 작은 경우

그림 9는 붉은 색상의 사각형 이동물체(원으로 표

시)가 배경영상의 중앙에 이동물체보다 큰 동일한 색

상의 사각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선된 CamShift 알

고리즘의 영상 추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배경영역 진입 전 (b) 배경영역 진입 후

(c) 배경영역 진입 후 (d) 배경영역 통과 후

그림 9. 개선된 CamShift 알고리즘의 실험 1

Fig. 9. 1st experiment of improved CamShift algorithm

그림 (a)는 이동물체가 배경 대상영역에 진입하기 

직전의 모습이며, 그림 (b)와 (c)는 이동물체가 배경

영역에 진입한 후의 모습이며, 그림 (d)는 이동물체

가 배경영역을 통과한 후의 영상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동일 색상의 배경영상에 관계

없이 이동물체를 안정적으로 추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적결과는 그림 3(a),(b) 경우 1에서 이동물

체의 추적이 배경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 추적 영역이 배경의 대상영역보다 큰 경우

그림 10는 그림 9과는 달리 붉은 색상의 이동 물

체 영역이 동일 색상을 갖는 배경영역보다 다소 큰 

경우에 대한 추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적대상을 

사람으로 설정하였으며 배경영역을 가로 질러 지나

갈 때 개선된 CamShift 알고리즘은 안정적인 추적을 

수행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에서는 물체를 이동 대상으로 실험하였지만 

사람을 추적대상으로 할 때는 물체를 대상으로 할 

때 보다 움직임에 따라 추적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

지만 그림에서와 같이 유사 배경을 가로질러 지나가

도 추적 대상이 변하지 않고 초기에 설정한 추적 대

상을 계속 유지하여 따라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적결과는 그림 3(e),(f) 경우 3에서 사람을 계속 추

적하지 못하고 배경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점을 해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a) 배경영역 진입 전 (b) 배경영역 진입 후

(c) 배경영역 진입 후 (d) 배경영역 통과 후

그림 10. 개선된 CamShift 알고리즘의 실험 2

Fig. 10. 2nd experiment of improved CamShift algorithm

3.3 추적 영역이 다양한 색상인 경우

이전의 실험은 추적 대상이 단일 색상인 경우에 

대한 실험인 반면 그림 11에서는 추적 대상이 다양

한 색상을 갖는 물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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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와 같이 3개의 서로 다른 색상을 갖는 이동물

체가 유사한 색상이 배경영상에 존재할 때 개선된 

CamShift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a) 배경영역 진입 전 (b) 배경영역 진입 후

(c) 배경영역 진입 후 (d) 배경영역 통과 후

그림 11. 개선된 CamShift 알고리즘의 실험 3

Fig. 11. 3rd experiment of improved CamShift algorithm

 

위 실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상의 이동물체 추

적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유사 배

경을 가로질러 지나가도 추적 대상이 변하지 않고 

초기에 설정한 추적 대상을 계속 유지하여 지속적으

로 따라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적결과는 그림 

3(c),(d) 경우 2에서 불안정한 추적을 극복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기존 CamShift 추적 알고리즘에 Depth 

정보를 적용시켜 이동물체의 추적 성능을 향상시켰

다. 기존의 CamShift 알고리즘은 이동물체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이 배경영역에 존재할 때 이동물체가 동

일 색상의 배경 주변으로 이동하거나 중첩될 때 추

적 영역이 이동물체가 아니라 배경영역까지 포함하

거나 배경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CamShift 알고리즘

에 Depth 정보를 적용하였다. Depth 이미지의 Gray 

Scale 히스토그램에서 최대 빈도수를 추출 후 추적 

대상에 마스크 함으로서 유사 색상의 배경에 대하여 

이동물체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안정된 추적

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CamShift 알고리

즘과의 추적성능 비교를 통해 이동물체를 추적할 때 

불안정한 환경에 대해 개선됨으로써 더 안정된 추적

이 수행됨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기존 영상처리 알

고리즘들은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는데 반해 Kinect

의 Depth정보를 통하여 Kinect 활용 방안을 이동물

체 추적으로 확대시켰다. 

본 연구는 Kinect Depth 정보를 이용한 고정 카메

라에 대한 영상추적이지만 세밀한 객체 검출 및 동

적 영상추적을 위한 선행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에는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다중 물

체 추적과 이동 감시 카메라에 적용시켜 물체의 추

적 범위를 확대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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