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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문화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뮤지컬, 오페라, 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공연 분야에

서 IT 기술과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공연무대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연출 요소는 색, 빛, 신체, 정보 전

달, 공간 등이 있다[1]. 이러한 연출 요소에 배우와 

무대장치의 움직임을 반영한다면 관객들로 하여금 

실시간 공감각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 공연 무

대기술에서 조명, 영상, 음향, 특수 효과 등을 제어하

기 위해 별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운영하는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무대 

위 배우와 같이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발생하는 동적 

피사체 위치추적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은 기존에 사

용하고 있는 무대기술 솔루션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실감미디어 등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적 물체 위

치 인식 시스템의 경우 제조, 물류, 유비쿼터스 자동

화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공연 무대

기술을 위한 위치추적 솔루션 관련 국내 연구 사례는 

미진한 실정이다[1-3].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기반으로 무대 피사체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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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게 추적하기 위해 질감 특징과  CAMShift[4-6]

를 이용한 기법을 제안한다. 공연 환경에 맞는 객체 

추적 기법을 위해 무대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위에서 

촬영하는 경우 피사체 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 객체가 순간 이동 등 급격히 사라지는 경우가 흔

치 않다는 점, 조명 컨트롤 등이 필요한 피사체가 변

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자가 즉석에서 

추적이 필요한 피사체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운용

에 효율적이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명의 변화

가 잦을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

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CAMShift 기법에서 발

생하는 추적 물체 오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R

[7] 영역을 검출하여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였고 

CAMShift로 인해 칼라 분포 비율이 유사한 큰 영역

을 추적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심 영역의 피사체 

크기를 계산한다. 그리고 조명 및 회전 등에 강인한 

추적 성능을 위해 칼라 코렐로그램(color correlo-

gram)[8]과 MB-LBP(local binary pattern)[9-11]를 

이용한 질감 특성을 적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한 

방법과 관련된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

하는 무대 피사체 추적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

고 4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으로 실험한 결과를 영상

을 통해 확인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이론

2.1 칼라 코렐로그램

코렐로그램은 거리 혹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오토 

코렐로그램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

프 혹은 테이블을 말한다[8]. 이 코렐로그램을 영상

의 화소의 거리 개념으로 적용한 것이 칼라 코렐로그

램이다. 칼라 코렐로그램은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

해, 거리가 만큼 떨어진 화소에 어떤 칼라가 나타나

는가를 2차원 확률로 나타낸다. 개의 칼라로 양자

화된 영상 I 에서, 칼라 와 에 대한 칼라 코렐로

그램   

 는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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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r ·은 내부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이고 

 
및  

는 각각 영상에서 와  칼라를 가지는 모든 

화소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화소 와 간

의 거리를 의미하며 이는 식 (2)와 같은 장기판 거리

(chess-board distance)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max   (2)

여기서, 각 화소 와 의 좌표는 각각  와 

이다.

칼라 코렐로그램   

 에서 와 가 같은 영역

은 오토-코렐로그램(auto-correlogram)이라 하고 

어떤 화소와 그 주위 화소의 칼라가 같을 확률을 나

타낸다. 반면 와 가 다른 영역은 크로스-코렐로

그램(cross-correlogram)이라 하고 어떤 화소의 주

위 화소가 다른 칼라일 확률을 나타낸다. 칼라 코렐

로그램을 얻는 예시는 Fig. 2와 같다. A화소와 B화소

의 8방향 인접 화소와의 화소값을 비교하여 같은 경

우 Fig. 1의 (b)인 오토-코렐로그램 대각성분에 해당 

화소를 하나씩 증가시킨다. 만약 화소값이 다를 경우 

Fig. 1의 (c)인 크로스-코렐로그램에서 두 화소간의 

화소값차이에 해당하는 칸의 개수를 증가시킨다[8].

2.2 Local Binary Pattern

LBP의 기본 원리는 영상의 각 화소를 중심으로 

Fig. 1. Examples of color correlogram calculation (a) calculation of color correlogram (a) auto-correlogram (b) 

cross-corre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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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8개의 화소를 이용하여 질감을 표현하는 것

이다[9]. LBP는 비교적 계산량이 적은 특징 기술자

이며, 이미지의 조명 변화와 이미지의 회전 및 스케

일링에도 효과적으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LBP는 지정

된 중앙화소를 기준으로 개의 이웃화소들과의 대

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대소 비교후 LBP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이를 정규화하여 LBP 기술

자를 계산한다. 중앙 화소 를 기준으로 반경 

인 원위에 위치한 개의 이웃 화소에 대한 10진 

LBP 기술자는 식 (3)을 통해 계산된다.

   
  

 

 
 (3)

여기서, 는 중앙화소의 밝기값이고, 는 번째 

이웃화소의 밝기값이다. 이 때 번째 화소위치  

가 정확히 영상의 한 화소에 대응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간(interpolation)을 이용해 밝기값을 추정한다. 그

리고 LBP의 이진 변환 함수 는 식 (4)와 같다.

    if ≥
  

(4)

LBP의 계산 원리에 대한 간단한 예는 Fig. 2와 

같다. 그레이 스케일 영상에서 화소값 7을 갖는 화소

가 중심화소일 때 주변 8방향에 대한 LBP를 계산하

기 위해 중심화소와 각 이웃화소들의 값을 순차적으

로 비교한다. 이 때 중심화소보다 이웃화소의 값이 

크거나 같을 경우 식 (8)과 같이 이웃화소의 위치는 

1로 세팅되고 그 외의 경우 0으로 세팅된다. 이를 순

차적으로 이진 스트링화한 후 식 (7)을 이용하여 10

진값을 구하면 중심화소에 대한 LBP 값이 산출된다.

2.3 CAMshift

CAMShift는 물체 추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MeanShift에 탐색창의 크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과

정을 추가하여 개선한 방법이다. CAMShift는 임의

의 물체를 추출하기 위해 경험적 분포에서 동작하는 

탐색 기능의 알고리즘으로써 MeanShift에 비해 상

대적으로 신속히 물체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AMShift에서 물체를 추적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징은 Hue 값의 분포이며, 이를 이용하여 

물체 주변의 여러 방향을 탐지한 후 이동한 물체의 

중심을 찾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CAMShift는 크기, 회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특히 사람 얼굴 영역을 추적하는데 매우 뛰어난 성능

을 보인다. 반면 관심 물체 자체가 단일 색상이 아닌 

여러 색상이 혼합된 형태이거나 배경과 유사한 색을 

띌 경우 성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칼라 히스토그램이 

칼라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다른 물체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CAMShift는 공장 자동화나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

는 얼굴 인식 시스템 환경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환

경에서 많이 쓰인다[5].

3.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무대 피사체를 추

적하기 위해 질감 특성과 CAMShift 기법을 이용한 

물체 추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무대 피

사체 추적에 적합한 기법을 설계하고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환경 및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였다.

1. 추적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는 무대 위에서 

고정되어 무대 전영역을 한 장면에 담는다.

Fig. 2. Examples of LBP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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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와 같은 움직이는 피사체의 경우 크기 변화

가 거의 없다고 가정한다.

3. 상황에 따라 관심 피사체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관심 영역을 직접 지정한다.

4. 무대 조명은 전체적으로 꺼지거나 켜질 수 있

다.

제안한 방법은 상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물체 

추적 기법을 위해 ROI 및 관심 피사체의 영역을 지정

한 후 이에 대한 칼라 및 질감 특징을 추출하여 지속

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피사체 

크기의 변화가 일반적인 트래킹 시스템과 달리 크지 

않다는 특성에 맞게 MBR 영역 검출을 통해 지정된 

관심 피사체의 크기를 추정하여 관심 피사체보다 큰 

수렴 영역을 추적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리

고 칼라 코렐로그램과 LBP를 이용한 질감 특성을 

계산하여 적용하면 피사체와 유사한 칼라 분포를 갖

는 다른 영역에 대해 변별력을 높이는 동시에 뚜렷한 

조명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강인한 추적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의 순서도는 Fig. 3과 같다. 조명에 강

인한 특성을 지향하기 위해 RGB 영상을 HSV로 변

환한 후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여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이 때 칼라 분포 비율만을 단서로 찾는 

CAMShift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칼라 코

렐로그램을 이용하여 후보 영역간 질감 특성을 비교

하여 최종 추적 영역을 결정하도록 한다. 먼저 RGB

영상을 HSV로 변환하고 RGB 색공간을 이용하여 

MBR 영역을 추출한다. MBR 영역 추출을 통해 배경

을 분리함과 동시에 지정된 ROI의 크기를 화소 단위

로 제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제한된 

피사체의 화소 단위 크기는 CAMShift 탐색창 수렴 

조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hue

기반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를 이용하여 ROI와 유사

한 후보 영역들을 검출한다. 이 때 후보 영역은 MBR

단계에서 얻어진 객체 크기를 만족해야 한다. 정해진 

개수의 후보 영역 검출 후 각 후보 영역과 ROI를 같

은 크기로 정규화한 후 칼라 코렐로그램과 MB-LBP

특징 서술자를 계산한다[10]. 칼라 코렐로그램은 칼

라 상관관계를, MB-LBP는 그레이영상 기반 특징 

상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추적 과정에서 조명 조건

이 변할 경우 MB-LBP 서술자의 영향력을 높임으로

써 조명에 강인한 추적 성능을 보이도록 설계하였다.

3.1 MBR 영역 계산을 통한 관심 피사체 추출

관심 영역의 피사체 특징 정보는 조명의 조도 변

화에 따라 영상 정보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CAMShift 알고리즘의 특성상 유사한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를 갖는 영역 중 가장 큰 영역을 추

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존 CAMShift로 인한 오검출에 

관한 예시 영상은 Fig. 4와 같다. 사용자가 지정한 

Image acquisition

Select ROI using mouse

Convert image color space

from RGB to HSV

Image segmentation Using

MBR (RGB)

Color Histogram

Find candidate object region

Resize ROI and target region

and generate color correlogram

and MB-LBP feature

CAMShift using Color histogram

and MB-LBP

(applying weight )

Tracking

Enhanced

CAMShift

Fig. 3. A flowchart for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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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와 해당 영역의 칼라 히스토그램이 Fig. 4의 (a)

일 때 기존의 CAMShift로 추적한 결과 영역과 칼라 

히스토그램은 Fig. 4의 (b)와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영역의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에서 공통된 칼라인 두 번째 빈이 CAMShift 메

커니즘에서 확률분포 스코어가 수렴하는 영역을 결

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초 지정했던 관심영역과 상이한 영역을 추적하였

고 지정한 영역과 크기 및 분포 특성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Hue값을 기반으로 하는 칼라 히스

토그램만으로는 관심 피사체에 대한 정확한 추적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Hue값 기반 칼라 히스

토그램보다 분별력이 좋은 다른 특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Hue값 기반 칼라 히스토그램의 다른 문제점은 동

일한 장면에서 과도한 공통 분포 영역을 추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시 영상은 Fig. 5와 같다. 같은 

장면에 대해 조명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설정된 조건

과 상대적으로 밝은 조건으로 촬영하였고, 각 조건에 

대해 좌측 하단 물체에서 색이 다른 두 영역을 각각 

관심 영역으로 지정한 후 해당 영역과 hue 성분이 

비슷한 정도와 RGB 성분이 비슷한 정도를 표현하였

다. 이 중 빨간색 영역을 지정한 결과가 Fig. 5의 (a)

이고 연두색 영역을 지정한 결과가 Fig. 5의 (b)이다.

두 영역에 대한 hue값 분포를 살펴보면 의외로 다양

한 영역에서 지정 영역과 유사한 특징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GB에 비해 조명으로 인해 큰 변화

는 발생하지 않으나 과도한 후보 영역 검출로 인해 

(a) (b)

Fig. 4. Result about CAMshift and its color histogram (a) query ROI and (b) conventional CAMShift.

(a) (b)

Fig. 5. (a) query ROI (green region) (b) query ROI (re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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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검출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RGB 분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없이 

hue보다 분별력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MBR(Minimun Boundary Rec-

tangle) 영역을 추출하여 객체 영역에서 배경을 분리

함과 동시에 해당 피사체의 크기를 화소단위로 카운

트하여 사용한다. 관심 영역의 MBR 추출을 위해 

Fig. 8 자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원영상의 RGB 화소

값을 사용한다. 각 red, green, blue 채널을 분리한 

영상을 추출한 후 각 영상에 대해 이진화를 수행하여 

MBR 영역에 포함될 화소들을 찾아낸다. 영상 좌표 

에 위치한 MBR 영역 화소 는 식 (5)에 의

해 결정된다.

        

  
(5)

여기서,  ,  및 는 이진화된 영상의 화소 

좌표 의 각 RGB 채널값을 의미한다.

MBR 영역을 추출한 후 이진 영상에 대해 Closing

모폴로지를 수행하여 연결한다. 이 때 화소값이 255

인 영역에 대해 윤곽선을 추출한다. 윤곽선 추출시 

조명이나 잡음 등에 의해 윤곽선이 연장되어 표현되

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안한 방법은 추출된 

윤곽선들 중 가장 긴 윤곽선을 찾아서 가로 및 세로 

최외곽 교점을 찾아 크기를 결정한다.

3.2 Hue 기반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후보 영역 

추출

기존의 CAMShift는 HSV의 Hue 성분을 ROI에서 

추출하여 만든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객체 추

적에 사용한다. 3.1절에서 서술한 RGB만을 이용하

여 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경우 추적 성능이 저하될 

여지가 있다. Fig 5의 (a)와 (b)의 RGB 항목을 관찰

해보면 조명의 변화에 따라 공통 성분 추출 성능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ue 성분으

로 인해 공통 성분이 분포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찾아

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RGB에 비해 조명의 

변화로 인한 추출 성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기존 CAMShift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hue 성분

으로 인한 큰 영역 추출이었음을 상기해본다면 3.1절

에서 피사체 크기 제한 과정을 거친 후에 오히려 

RGB보다 활용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 CAMShift의 수렴 조건을 최

대 크기 수렴 대신 3.1절의 MBR 추출 영역의 크기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이로 인해 기존 수렴 조건으로 

인해 수렴하기까지 탐색창의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

을 억제할 수 있다.

수렴 조건 변화에 따른 결과는 Fig. 6과 같다. ROI

를 퍼플색과 같이 지정했을 때 해당 영역과 유사한 

분포를 갖는 대표적인 세 영역의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는 상단과 같다. 각각의 케이스를 다른 박스 색

으로 구별해놓았다. 세 영역 모두 ROI와 칼라 분포가 

유사하나 중간 영역은 ROI에 비해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의 후보 영역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존의 CAMShift로 얻은 수렴 영역은 ROI를 포함

한 빨간색 타원형의 영역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

는 이유는 칼라 히스토그램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영역의 히스토그램을 정규화하기 때문이다.

3.3 질감 특징 반영

Hue 성분은 극단적인 조도 변화를 제외하고 조명

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RGB 색공간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강인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무대에서 전체 

조명이 완전히 꺼지거나 켜질 때와 같이 조명 조건의 

편차가 클 경우에는 Hue 성분을 이용한 반면 이 성분

을 이용하여 만든 칼라 히스토그램은 관심 영역의 

칼라 분포를 확률적으로 잘 표현해주지만 공간 정보

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CAMShift의 대표적인 단

Fig. 6. Color histogram distribution of query ROI and 

three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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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인 질감 물체 추적 성능의 저하로 연결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적 영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질감 특성을 계산하고 매칭하기 

위한 유사 특성 공간을 정의하고 제시한다. 제안한 

방법은 질감 특성 비교를 위해 ROI와 탐색 영역에 

대해 칼라 코렐로그램과 LBP 특징을 각각 계산한 

후 이들을 가중합(weighted sum)한다. 칼라 코렐로

그램과 LBP 모두 질감 특징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

다. 둘의 차이점은 칼라 코렐로그램은 중심화소와 이

웃화소간의 칼라 분포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고, LBP

는 그레이 영상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피사체 추적 과정에서 칼라 코렐로그램의 역할은 

동일한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 영역에 대해 질감 특성

을 반영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시는 Fig.

7과 같다. (a)에 표시된 영역을 ROI라고 했을 때 기존 

CAMShift를 통해 얻은 결과가 (b)의 타원형 영역이

다. 이들의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는 그림과 같이 매

우 유사하다. 반면 이들 영역의 칼라 코렐로그램이 

우측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오추적 사례를 칼라 코렐

로그램 기반의 특징 정보를 적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다만 Fig. 7에 제시된 칼라 히스토그램은 히스

토그램 발생후 히스토그램을 정규화 시켜서 비교하

는 반면 칼라 코렐로그램은 ROI와 후보 영역들을 동

일한 크기로 맞춰줘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칼라 코렐로그램을 전체 영상이 아

닌 지정된 ROI 영역 및 앞에서 지정된 후보 영역에 

대해서 발생시키고 이들간의 유사도는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을 통해 계산한다. ROI와 개의 후보 영역

들을 동일한 크기로 맞춰준 후 칼라 코렐로그램을 발

생시킨다.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은 식(6)과 같다[7].

 
 

  

  


  

  min  

   

   (6)

여기서, 와 번째 후보 영역 는 서로 다른 

영역의 칼라 코렐로그램을 나타낸다. 은 칼라 코렐

로그램의 빈의 개수이며,   

 는 영역의 

번째 빈값이다.

칼라 코렐로그램 계산과 동시에 ROI 영역과 후보 

영역들에 대한 LBP 특징을 추출하고 유사도를 계산

한다. 제안한 방법은 블록 단위로 LBP를 적용하는 

MB-LBP(Multi-scale Block LBP)를 적용하여 특징 

히스토그램을 발생시키고 유사도 계산은 칼라 코렐

로그램과 같이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을 적용한다.

MB-LBP 또한 칼라 코렐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일

한 크기로 맞춰진 영역들에 대해 수행한다. 이에 대

한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은 식 (7)과 같다[9].




  

 min   (7)

최종적으로 칼라 코렐로그램 유사도와 LBP 유사

도를 결합하여 ROI와 번째 후보 영역간의 유사도를 

(a)

(b)

Fig. 7. Experimental result about texture feature (a) query ROI (b) conventional CAM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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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추적 영역을 결정한다. 유사도는 식 (8)과 

같다.

    


(8)

여기서, 는 가중치이다. 식 (9)의 가중치 는 칼

라 상관관계와 그레이 영상 기반 특징들의 상관관계 

간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ROI 지정 

후 조명 조건이 변한 경우 를 감소시켜 조명 변화에 

강인한 LBP 특징의 비중을 높여줘야 피사체 추적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조명 조건 변경 여부

는 ROI 지정 후 단위 영상 프레임의 평균 명암도를 

계산하여 판단한다. 이는 식 (9)와 같이 표현된다.

    (9)

4.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방법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험용 

PC는 Inter Core i5-3570k CPU와 24G Byte Memory

Computer 및 1920*1080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Microsoft사의 Lifelens 웹캠을 장착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컴파일러는 Visual Studio 2015를 사용하

였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사도 가중치 는 최초 

0.5, 평균명암도 는 100으로 정한 후 가중치 변경 조

건에 만족할 경우 를 0.2로 변경하도록 설정하였다.

실험 과정은 장착된 웹캠의 자동조도 기능 활성화

를 억제하였고 45 cm 높이 트라이포트에 고정하여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촬영하였다. 노이즈 리덕션

을 위해 전처리 단계에서 미디언 필터 처리를 수행하

였다. 실험 수행 항목은 전형적인 이동 및 회전에 따

른 피사체 추적 결과, ROI 지정 후 조명 변화에 따른 

추적 성능 확인으로 구성되었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비교는 기존의 CAMShift 기법과의 추적 성능 비교 

화면을 통해 확인하였다.

유사한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 특성을 가진 큰 영

역이 존재할 때 제안한 방법의 실험 결과는 Fig. 8과 

같다. 질의 영역이 (a)와 같을 때, 기존의 CAMShift

는 (b)과 같은 영역을 추적 영역으로 도출하였고, 제

안한 방법은 (c)에 표시된 영역을 추적 영역으로 도

출하였다. 실험에서 지정한 ROI는 영상의 좌하단에 

위치한 사탕통의 일부 영역으로 칼라 분포가 Fig. 7

의 (c)와 같다. 이 영역을 지정했을 때 기존의 CAM

(a) (b) (c)

Fig. 8. Experimental result about size limit performance (a) query ROI (b) conventional CAMShift, and (c) proposed 

algorithm. 

(a) (b) (c)

Fig. 9. Experimental result about size limit performance (a) query ROI (b) conventional CAMShift, and (c)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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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는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 비율이 유사한 영역중 

가장 큰 영역까지 확장했기 때문에 (b)와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게다가 피사체 영역이 아닌 배경(바

닥)까지 추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결과를 내었다. 반

면 제안한 방법은 MBR 영역을 사전에 검출후 배경

과 피사체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c)와 

같이 최초 지정한 영역을 유지하여 추적하는 결과를 

내었다.

이러한 특성은 Fig. 9의 실험에서도 그대로 반영

된다. 관심 영역이 (a)와 같고, 최초 추적 시점에서 

없었던 피사체가 (b)와 같이 출현했을 때, 칼라 분포 

비율의 유사성과 큰 영역을 우선으로 추출하는 CAM

Shift의 특성이 결과에 나타난다. 반면 제안한 방법

의 결과인 (c)에서는 기존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원래 ROI 영역을 비교적 잘 추적하였다.

ROI 지정 후 조명 변화에 대한 강인함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실험 결과는 Fig. 10과 같다. 본 실험에

서는 회전과 조명 변화에 대한 성능 비교를 위해 기

존의 CAMShift 기법에 제안한 방법의MBR 영역 추

출 과정를 추가하여 변동 인자를 줄였다. (a)와 같이 

저조도 환경에서 중앙 피사체를 ROI로 지정하여 추

적 수행 도중 조명을 변경시켜 성능을 확인하였다.

저조도 환경에서 피사체를 회전시킨 결과 제안한 방

법은 (b)와 같이 관심영역의 피사체를 양호하게 추적

하였으나 기존의 CAMShift는 (c)와 같이 피사체 범

위에서 오차를 발생시켰다. 조명을 변화시킨 이후 제

안한 방법의 추적 성능은 (d)와 (e)에서 보이는 것처

럼 좋았다. 이는 제안한 방법의 질감 특징이 조명 변

화와 회전에 강인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ROI 지정 후 조명 변화에 대한 강인함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유사한 질감 영역이 많은 영역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 또한 앞선 실험과 같이 

기존의 CAMShift 기법에 MBR 영역 추출 과정을 

추가하였다. 이전 실험과 같이 조명 조건은 저조도 

환경에서 ROI를 설정한 후 밝은 조명으로 변경하고 

다시 저조도로 변경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ROI가 포

함된 피사체를 무작위로 이동 및 회전시켜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 11과 같다.

제안한 방법은 (a)와 같이 조명이 변하는 과정에서도 

회전 및 이동에 강인하게 ROI를 잘 추적하였다. 동일

한 조건으로 동일한 ROI를 설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CAMShift를 적용하였을 때 (b)와 같이 오추

적이 발생하였다.

(a) (b) (c)

(d) (e)

Fig. 10. Experimental result about object tracking with changing illumination condition.(a) tracking under low illumina-

tion (b) rotation under low illumination (c) result about conventional CAMShift after rotation (d) result about 

proposed method after changing illumination, and (e) result about proposed method after changing illumin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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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기반으로 무대 피사체를 강

인하게 추적하기 위해 질감 특성을 반영한 개선된 

CAMShift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무대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위에서 촬영하는 경우 피사체 

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 객체가 순간 이동 등 

급격히 사라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 그리고 조

명 컨트롤 등이 필요한 피사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조명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여 설계 및 구현하였다. 카

메라가 상단에서 촬영하는 무대내 객체들의 크기가 

큰 폭으로 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ROI 지정 후 

CAMShift 수렴과정에서 탐색창의 크기를 MBR 영

역 추출을 통해 제한하였고, 칼라 비율과 크기 제한

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칼라 코렐로그램과 MB-

LBP를 이용한 질감 특징을 적용함으로써 칼라 히스

토그램이 반영하지 못하는 칼라 분포의 공간적 의미 

및 조명과 회전 등에 강인한 추적 성능을 내도록 하

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CAMShift

에서 나타나는 오검출을 방지하는 성능을 보였고, 특

히 추적 과정에서 조명의 변화에 대해 강인한 성능을 

보였다. 칼라 히스토그램 분포가 유사한 경우 제안한 

방법에서 적용한 질감 특징 정보가 오추적을 방지할 

수 있었다.

향후 조명 및 음향 등 실감미디어나 IT 융합 무대 

컨트롤 시스템에 제안한 기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피사체의 구체적인 모션 변화와 같은 변형에 

강인한 기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지역적으로 편

중되는 비 렘버시안 조명 조건에서도 강인한 추적 

성능을 내기 위한 특징 서술자를 적용하는 방법과  

규모가 작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처리해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동시

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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