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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have become one of the most active research areas in the past few year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puter vision applications over our daily life. Many tracking techniques are proposed, and 

Camshift is an effective algorithm for real time dynamic object tracking, which uses only color features, so that the 

algorithm is sensitive to illumination and some other environmental elements. This paper presents and implements an 

effective moving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to reduce the influence of illumination interference, which improve the 

performance of tracking under similar color background. The implemented prototype system recognizes object using 

invariant features, and reduces the dimension of feature descriptor to rectify the problems.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at the system is superior to the existing methods in processing time, and maintains better problem ratios 

in variou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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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객체 검출과 추적 기술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광범

위하게 활용되는 응용 기술이며, 군 관련, 차량 항법, 교

통 통제 및 감시, 정보 감시와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특히, 최근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

여 객체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응용 분야로 증강현실 서

비스가 주목받고 있다[2]. 객체 검출 기술은 산업현장에서

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로 컴퓨터와 카메라를 이용해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눈 역할을 하여 시각적으로 인식

                                                                                                          
†
E-mail: thinkthe@gntech.ac.kr 

하는 시스템은 머신 버전으로 특화되어 산업 기술에 반

영되고 있다.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PCB 등의 

첨단 산업에서는 거의 모든 공정에 제품 검사를 위한 머

신 비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17-18]. 또한 2017년 CES

에서 LG전자에서 선보인 투명 디스플레이 장비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2018년부터 양산체제로 

들어가는 투명 디스플레이 상에서 컴퓨터 비전의 기초 

핵심 기술인 객체 검출은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객체 검출과 추적의 주된 목적은 

비디오 시퀸스(Sequence)에서 객체의 이동 흐름과 동작을 

획득하여 객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분석 처리와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 산업 분야의 적용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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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활용성 측면에서 비디오/이미지를 기반한 컴퓨

터 비전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4].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을 포함하여 객체 추

적의 대표적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인 기법들이 제

안되고 연구되고 있지만, 센서 잡음, 이동하는 객체의 외

관 변화, 조명 변화, 복합한 배경과 객체의 상호 작용 등 

다양한 환경과 배경에 따라, 객체의 검출과 추적은 여전

히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5]. 카메라로 입력 받는 

비디오 시퀸스에서 대상 객체(Target Object)를 추적하는 대

표적인 알고리즘으로, Bradski가 칼라 히스토그램(Color 

Histogram)을 사용하여 목표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추적하

는 Camshift (Continuously Adaptive Meanshift)가 있다[6-7]. 목표 

모델의 히스토그램은 칼라 발생 확률 정보를 보존하기 

때문에 대상 객체의 모양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그라디언트 디센트(Gradient descent)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상 객체의 

추적을 빠르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Camshift 알고

리즘을 통해 실시간 객체 추적이 가능하지만, 추적 대상 

객체의 칼라 특성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2가

지 단점이 있다[8]. (1) 대상 객체와 배경이 유사한 칼라를 

가질 때, 검출과 추적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

며, (2) 객체의 빠른 움직임에 따라, 동적으로 배경이 수시

로 바뀔 때, 추적 대상 객체를 놓지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amshift는 조명과 배경 환경의 변화에 민

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mshift 알고리즘이 환경 변화에 적응

성을 높이는 개선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배

경을 포함하여 칼라 변화에도 강인한 객체 추적이 가능

하고, 추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적 실패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개선된 SURF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빠른 재탐색을 수행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 

알고리즘이 대상 객체의 위치 검출과 추적에서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평가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2장에서 객체 검출/추적과 관련된 연구동향과 본 

논문의 기초 알고리즘으로 활용된 Camshift와 SURF 알고

리즘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방

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논의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관련연구 

 

객체 추적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추적 알고리즘은 

Meanshift, Camshift, Kalman Filter 등이 있다[9]. 그 중 Meanshift

과 Camshift 알고리즘은 탐색 창을 통하여 추적 물체의 영

역 및 중심을 계산한다[10-11]. Camshift는 Gary가 1988년에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Meanshift라는 확률 분포의 피크

(Peak)를 찾기 위해 그라데이션(Gradient)을 동반한 비모수

적(Non-parametric) 기법을 기반한다[12]. HSV 칼라 모델에서 

색조(H)는 조명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칼라에서 색조 

값을 활용하여 연산한다[19]. 결국 채도(S)와 밝기(V)를 무

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Camshift는 기본적

인 이미지 처리 기법인 칼라 히스토그램을 대상 모델로 

활용하며, Camshift의 실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산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초기 탐색 창의 크기와 

위치를 결정한다. S와 V값의 임계값을 설정하고 해당 임

계값 이하에서의 H 값만을 활용하며, 해당 영역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한다. 

(2) 현재 이미지의 칼라 히스토그램의 색상 확률 분포

함수를 계산한다. 

(3) 탐색 창 내에서 가장 큰 중심점을 찾고, 탐색 창을 

중심으로 면적을 계산한다. 

(4) 탐색 창이 수렴하면 (2)단계로 돌고, 그렇지 않을 경

우는 (3)단계로 간다. 

특징점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대표적으로 SIFT [13]

과 SURF [14]이 있다. SIFT는 Lowe가 제안하였으며, 회전과 

스케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미지 특징 추출 알고리즘

이다. 이미지 매칭 및 연결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일반적

으로 추출한 특징 정보와 계산 복잡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20]. 이에 반해, SURF는 SIFT를 보완한 알고리즘으로 

성능이 보다 우수하고 처리시간이 빠르다. SURF 특징 추

출 연산은 키포인트(Keypoint) 검출, 기술자(Descriptor) 생성

과 키포인트 매칭 과정으로 수행된다. 

 

3. 제안하는 개선 알고리즘 

 

3.1 Camshift 개선 

전통적인 Camshift 방식은 H값만을 계산하며, S와 V에 

대해서는 임계값을 설정하고 임계 범위 미만의 값만을 

유효한 값으로 판단한다. 이로 인해 객체 추적 중에 배경 

또는 조명이 바뀌게 되면, 전통적인 Camshift 기법에서는 

객체 추적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15]. 이는 배경 변화에 

강인하지 못하다는 단점으로 나타나며, 추적 품질을 보장

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조명에

서는 유효 픽셀을 최대화하기 위해 초기화 단계에서 설

정한 S와 V의 임계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명이 

강한 환경에서 높은 S값을 갖는 픽셀과 약한 조명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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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낮은 S값을 갖는 픽셀들을 선별적으로 제외시키고, 제

한요소에서 탐색 창이 초기화된 다음 S와 V의 임계값을 

각각 변경시킨다. 백-프로젝션(Back-projection) 비율이 전체 

이미지와 검색 이미지 사이에서 최소값이 되며, 조정이 

마무리된다. 탐색 창의 모든 픽셀에 대해 객체의 유효 픽

셀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S와 V의 변화는 일정한 범위에

서 객체가 검출되는 패턴을 보인다. 실제로, 특정 임계값

보다 낮은 부분은 일반적인 잡음으로, 높은 부분에서는 

객체의 불완전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 측정에 

따라 30% 비율에 맞춰, S와 V를 최소 30에서 최대 120사

이로 설정하여 최상의 추적 성능을 얻는다. 

 

3.2 SURF 개선 

SURF 특징점 기술자는 모든 관심점에서 대표성을 갖

는 방향에 의해 결정되고 생성된다[16]. 대표적 방향을 계

산하는 작업은 Haar 웨이블릿 응답에 기반을 하며, 관심 

점을 중심으로 반경 6σ인 원 영역의 x와 y좌표에서 Harr 

응답을 계산한다. Harr 웨이블릿의 크기는 4σ이며, 벡터의 

합은 60도마다 계산된다. 벡터의 합이 최대인 방향이 대

표 방향으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결정되는 대표 방향에 따라 클러스터링 

필터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특징점만을 군집화하고, 군집

되지 않는 특징점은 잡음(Noise)으로 간주하여 정합과정

에서 특징점에서 제외시킨다. 특징점 개수를 감소시킴으

로써, 불필요한 연산을 배제하여 처리시간의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클러스터링 필터 내

에 존재하는 특징점의 개수와 밀집도를 계산하고 특징점

으로써의 가치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정합에 활용될 수 

있는 특징점만을 생성한다. 이를 위한 특징점 분류는 수

식 (1)과 같다. 
 

�� = 	 1�	� ��� − ��	�
���

���

 (1)


 = 	 �1,			�� < �	⋀�	 < �
0,			��ℎ������   (2)

s는 클러스터의 밀집도를, N은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특징점 개수를, Xi는 특징점 좌표 (xi, yi)를, ��는 특징점 클

러스터의 중심 좌표를, TN은 클러스터링 필터내에 존재하

는 특징점 개수에 대한 임계값을, Ts는 클러스터링 필터 

내에 존재하는 특징점들 간의 밀집도에 대한 임계값을 

의미하며, G는 특징점 클러스터링 필터를 통한 특징점 판

별 여부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 분류를 위한 

클러스터링 필터 크기를 21 × 21로 고정하였으며, 필터 

내에 존재하는 특징점 개수는 전체 픽셀 수의 
�

�
(12.5%) 

수준으로 임계값을, 필터내 특징점간의 밀집도 임계값은 

7로 설정하였다. 이는 다수의 실험을 통해 얻은 최적의 

실험적 수치이다. 특징점 클러스터링 필터를 통해 군집화

된 특징점을 분류하고, 의미 있는 특징점만을 선별하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3) 

����, ��는 특징점 클러스터링 필터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특징점만을 분류한 집합을, fn은 선정된 특징점의 픽

셀 위치를 나타낸다. 

입력 이미지가 복잡하고 섬세할 경우, 이미지 엣지

(Edge) 성분이 많이 추출되어, 특징점 개수가 많아진다. 이

럴 경우, 클러스터링 필터 내부의 특징점 개수와 밀집도

가 높아지며, 특징점 개수가 임계값보다 높으면 클러스터

링 필터를 통한 분류가 연산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얻는

다. 이와 반대로, 입력 영상이 단순할 경우, 전체 특징점 

개수가 적고 밀집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필터

를 통한 연산에서 특징점이 많이 제거 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미지의 복잡도에 따라 특징점이 

많을 때와 적을 때에 대한 임계치를 적응적으로(Adaptively) 

필터링을 해야 한다. 적응적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 수식

은 다음과 같다. 

�� = �1, ��� < ���� < ���

0, ��ℎ������   (4) 

imgf는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점 개수를, Tmin과 Tmax는 

실험 데이터셋에 포함된 전체 이미지들에 대한 평균 특

징점 개수 분포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 수치

를 통해 Tmin과 Tmax를 하위 20%, 상위 20%를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적응적 클러스터링 필터를 통해 추출된 의미 

있는 특징점을 생성하여 정합과정에 적용한다. 

 

3.3 개선된 SURF 를 적용한 Camshift 개선 

색조(Hue) 특징만을 활용하여, 배경 변화에 민감한

Camshift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조

명 변화에 견고하도록 자동적인 매개변수 조정 기능을 부

여하여 Camshift알고리즘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Camshift

에서 객체 추적에 실패하는 경우는 2가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1) 객체의 색조와 배경의 색조가 유사하여 혼

동하는 경우와 (2) 객체가 빠르게 이동하여, 2개의 연속된 

프레임 객체 영역이 오버랩되지 않아, 탐색 창이 이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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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바타챠랴 거리(Bharracharrya Distance)를 계산하

여 대상 객체와 배경간의 유사성을 계산한다. m개의 칼라

를 갖는 이미지에서 대상 객체에 대한 정규화된 칼라 다

이어그램은 p�
��
 � 1,2,⋯ ,��이며, 배경에 대한 정규

화된 칼라 다이어그램은 q�
��
 � 1,2,⋯ ,��이라고 하

면, 바타챠랴 거리는 식 (5)로 계산된다. 

����, �� 	 		� �������
�

���

 (5)

이상적으로, 배경 색상과 움직이는 객체의 색상이 완전

하게 같을 경우, Bh(p,q)는 최대값으로 이르게 되지만, 실제

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험에서 임계값을 

0.8로 설정하였으며, 바타챠랴 거리 Bh가 0.8 아래로 내려

가면, 추적 중에 객체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추적을 수행한다. Algorithm 1은 이를 반영하여 개선한 

Camshift의 단계를 표시한다. 

 

Algorithm 1. Improved Camshift+SURF algorithm 

Input: Video sequences 

Output: Location of the interest target object 

on the frame of video sequences 

begin 

while (Each frame of sequences) { 

  Read the template image; 

Read 1
st
 frame of sequence; 

  Compute the location of target object 

using improved SURF; 

     Compute color histogram of template 

image, and Calculate the threshold 

of S and V; 

   while (next frame) { 

      Update location and size of search 

    Window using improved Camshift; 

  Calculate Bhattacharyya distance; 

  if (Bh < 0.8) { 

     Decide to be lost the target, 

    and re-compute the location 

    using improved SURF; 

  } 

   } 

} 

end 

 

객체 추적에 실패하였을 때, 개선한 SURF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체 이미지에서 대상 객체와 일치하는 객체를 

재탐색한다. 일치하는 관심 점을 발견하면, 관심 점의 중

심을 계산하고 탐색 창 주변에 점들을 대상으로 Camshift 

알고리즘을 통해 계속적으로 객체 추적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객체를 추적하고, 객체 칼라와 유사한 

배경에서도 강인하게 추적이 가능하다. 

 

4. 실험 및 평가 

 

개발 환경으로, Visual Studio 2015에서 C++을 사용하여 구

현하였으며, 오픈 라이브러리인 OpenCV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Intel Core™ 2.7GHz, 8GB 메모리가 장착된 PC에서 

실행되었다. Fig. 1은 개발 시스템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Fig. 1. Screenshot of the implemented system; Target object 

and tracking result. 

 

 

 

Fig. 2. Result of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with 

implemented system based on improved 

Camshift+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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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선된 Camshift+SURF 알고리즘

을 실험으로 측정 평가하며, 다수의 입력 비디오 시퀸스

에 대해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하고 추적 실험을 수행한

다. 전체 프레임 대비, 탐색 창에 대해 객체의 외곽선을 

포함하여 객체 영역의 90% 이상인 프레임의 비율을 성공

으로 간주하며, 실시간 테스트를 위해 웹 카메라에서의 

입력을 대상을 수행한다. Fig. 2는 구현한 프로토타입 시스

템의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Fig. 3은 실시간 환경에서 구

현한 시스템을 통해 객체를 검출하고 추적한 결과 화면

을 보여준다. 

 

 

(a) Screenshot of the extracted feature points on the target object 

(b) Screenshot of the interest object tracking 

Fig. 3. Result of feature extraction with implemented 

system based on improved SURF.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amshift와 SURF 을 통해 움직이는 객체

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빠른 객체의 

움직임과 배경 화면 변화에 강인한 추적 알고리즘을 구

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된 Camshift+SURF 알

고리즘은 실시간 환경에서 동작하기 위해 추적 대상 객

체에 대한 추출 특징점의 차원을 감소시키며, 추적 실패 

시에 재탐색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함을 실험을 통해 검

증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학술적 공헌으로는, 낮은 차원

의 특징점 추출과 추적 실패에서의 빠른 재탐색 기능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며, 개선

된 특징점 추출을 통해 증강현실/가상현실 객체 인식과 

감시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으로의 적용성 실

험을 향후 연구 내용으로 남긴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로 주목 받는 투명 디스

플레이는 객체 검출과 추적의 기초 기술로써 다양한 응

용분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투명 디스플레이 상에

서 대상 객체를 검출하고 움직임을 추적하는 형태의 기

초 학습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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