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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조명변화에 강인한 객체 추적방법 및 이를 응용한 영상 편집 장치에 관한 것으로,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은 (a)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지정하는 단계; (b) 영상에서 인접한 픽셀의 밝기 비를 고

려하여 객체 추적을 위한 확률 맵을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및 상기 확률 맵을 근거로 하여 칼만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추적방법을 응용한 영상 편집 장치는,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력 수단; 상기 영상에서 인접 픽셀들의 밝기 비를 고려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를 추적하는 객체 추적 

수단;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영상 편집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추적된 객체에 대한 영상 편집을 수행하는 영상 편집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2는 인접한 픽셀의 밝기 비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등록특허  10-0421221

- 2 -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객체의 초기 위치 지정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역 투사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추적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 모델링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6은 조명 변화에 따른 피부색의 색상, 채도의 변화를 각각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정보 모델링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영상 편집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9는 다양한 조명 조건 하에 있는 합성 몬드리안 영상(Synthetic Mondrian Image)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다양한 조명 조건 하에서 취득된 실제 영상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1은 다양한 조명 조건 하에서 피부색 데이터가 수집되는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2는 도 11에서 수집된 피부색 데이터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3은 도 11에서 수집된 영상의 전체 조명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4는 도 11 내지 도 13에 도시된 방법에 의해 취득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복수 개의 얼굴을 추적한 결과를 보여주

는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편집 장치에 의해 특정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데이터 입력 유닛 11 : 비디오 카메라

12 : A/D 컨버터 20 : 객체 추적 유닛

21 : 초기위치 지정부 22 : 컬러 모델링부

24 : 확률맵 구성부 25 : MUX

26 : 객체 추적부 30 : 영상 편집 유닛

31 : 경계선 추출부 32 : 영상 편집부

33 : D/A 컨버터 100 : 영상 편집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객체 추적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조명변화에 강인한 객체 추적방법 및 이를 응용한 비디오 영상 편집 장

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거의 모든 정보의 유통과 흐름에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화상통

신용 카메라 등과, 카메라를 통해 취득된 비디오 화면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 및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카메라를 통해 취득된 비디오 영상을 편집하는 비디오 영상 편집 시스템은, 화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제품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다양한 영상 편집 기능을 수행한다. 이 중 모자이크 기능은 전체 화면이나 고정 위치에 대해 수

행될 수도 있고, 본 출원인에 의해 취득된 대한민국 특허 등록번호 제 10-170698호, "실시간 영상 모자이크 시스템"

과 같이 영상의 움직임에 따라 모자이크 기능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대부분 밝기가 일정치 않은 곳에서 획득된다. 특히 야외 촬영의 경우, 시시

각각 변화하는 자연광의 밝기 변화로 인해 촬영된 영상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밝기 변

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면, 밝기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값을 가지는 영상의 픽셀 값 변화에 

의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부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객체의 형태(shape) 

정보를 이용한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당 객체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복잡도(complexity)가 높아 고성능의 연산장치 및 메모리를 필요로 하며,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조명 변화에 상관없이 영상의 원하는 영역을 신뢰성 있게 추적하고, 이를 실

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영상 편집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은, (a)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지정하는 단계; (b) 영상에서 인접한 픽셀의 밝기 비를 고려하여 객체 추적을 위한 확률 맵을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및 상기 확률 맵을 근거로 하여 칼만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은, (a) 편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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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상을 받아들이는 단계; (b) 상기 영상에서 인접 픽셀들의 밝기 비를 고려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를 추적

하는 단계; 및 (c)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영상 편집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추적된 객체에 대한 영상 편집을 수행하는 

영상 편집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장치는,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

기 위치를 지정하는 초기 위치 지정부; 상기 객체 및 상기 영상 전체의 인접한 픽셀의 밝기 비를 고려한 컬러 모델링

을 수행 하는 컬러 모델링부; 상기 컬러 모델링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객체의 추적을 위한 확률 맵을 구성하는 확률 

맵 구성부; 및 상기 초기 위치 및 상기 확률 맵에 응답해서 상기 객체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객체 추적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는,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력 수단; 상기 영상에서 인접 픽셀들의 밝기 비를 고려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를 

추적하는 객체 추적 수단;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영상 편집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추적된 객체에 대한 영상 편집을

수행하는 영상 편집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본 발명에 의한 영상 편집 방법은 영상 신호가 입력되면(100 단계) 영상의 인접 

픽셀 밝기 비를 이용한 객체 추적(200 단계)을 수행한 후, 추적된 객체를 편집하여(300 단계) 디스플레이 한다(400 

단계).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밝기가 일정치 않은 곳에서 획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

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된다. 이는 편집하고자 하는 객체의 추적에 오류를 발생하므로,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밝

기 변 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상의 인접 픽셀 밝기 비를 이용한 객체 추적을 수행한다.

영상 처리 분야에 있어, 조명에 강인한 특징을 찾으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그 중 Brain V. Funt 및 Graham D

. Finlayson에 의해 1995년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에 실린 논문, "Colo

r Constant Color Indexing"에서는 인접한 픽셀들의 컬러 비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한 조명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명이 전체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바로 인접한 픽셀들의 밝기는 픽

셀들이 속한 표면의 반사 특징에만 의존하므로, 인접한 픽셀들의 밝기 비가 조명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 2는 인접한 픽셀의 밝기 비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a)에 도시된 영상의 A와 B 지점을 잇

는 경로에 위치한 인접 픽셀들은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밝기 값(intensity)을 갖는다. 이 같은 밝기 값은 조명이 변화

하는 경우, 조명의 변화에 따라 그 값이 민감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Brain V. Funt 및 Graham D. Finlayson의 논문

에 의하면, 상기 영상의 인접 픽셀들간의 밝기 비율은 조명이 변화하더라도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명의 변화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을 수행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

에 의한 객체 추적 방법은, 먼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 구간 및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지정한다(210 단

계). 이어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고(220 단계),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한다(225 단계). 그리고, 220 및 225 단계에서 수행된 컬러 정보의 모델링 결과와 210 단계에서 지정된 위치 정보를 

고려한 확률 맵을 구성하고(240 단계), 구성된 확률 맵을 근거로 하여 칼만 필터링(Kalman Filtering)을 수행한다(26

0 단계).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칼만 필터(Kalman Filter)는 객체의 동작을 예측하는 필터로서, 움직임이 있

는 객체의 추적에 주로 사용된다. 본 발명에 의한 객체 추적 방법의 각 단계별 상세 동작은 다음과 같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객체의 초기 위치 지정 방법(210 단계)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객체의 

초기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되는지, 또는 수동으로 지정되는지 여부를 판별한다(2100 단계). 판별 결과, 객체의 초기 

위치가 수동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마우스로 객체를 포함하는 경계 박스를 영상에 지정해 줌으로써 추적 객체

의 위치를 수동으로 지정해 준다(2110 단계). 그리고, 21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객체의 초기 위치가 자동으로 지

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소정의 데이터 저장 영역에 미리 생성해 둔 객체 데이터베이스(Object Database) 목록 중에서

편집하고자 하는 객체의 목록을 지정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객체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독출하고(2120 

단계), 독출된 히스토그램을 역 투사(Back-projection)함으로써 객체의 초기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한다(2130 단계).

2130 단계에서 사용된 컬러 히스토그램의 역 투사 알고리즘은, 영상에서 객 체를 검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컬러의 영

향, 즉 객체 이외의 영역에서 나타난 컬러의 영향을 줄이고, 대상 객체의 컬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위치를 찾아내

는데 사용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역 투사 방법(2130 단계)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컬러 히스토그램의 역 투사

방법은, D r 을 반지름이 r인 디스크라 할 때, 먼저 각 히스토그램 빈(bin) j 에 대해 을 계산한다(2

131 단계). 여기서, M j 는 히스토그램 빈 j에 대하여 이전 모델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I j 는 히스토그램 빈 

j에 대하여 현재 영상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R j 값은 M j 값에서 I j 값을 나눈 값과 1 중 그 크기가 작은 값

으로 정의된다.

이어서, 모든 위치(x,y)의 컬러에 해당되는 R을 계산한다(2132 단계). 이는 b_x,y = R_h (c(x,y))로 표시된다. 2132 

단계에서 계산된 b 값은 디스크 D r 과 컨볼루션(convolution) 된다(2133 단계). 이는 b = D r * b로 표시되며, 이 때

D r 의 값은 의 값을 가진다. 컨볼루션이 수행되고 나면, 컨볼루션 결과(b)가 최대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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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를 찾아 이를 객체의 초기 위치로 정한다(2134 단계). 이 때 정해지는 초기 위치는 (x t , y t ) = loc(max(x, y) 

b)로 표시될 수 있다.

이어서, 도 1에 도시된 추적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 모델링 방법(220 단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추적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 모델링 방법(220 단계)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추적 객체의 색상 구성을 분석하고(2211 단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객체의 색상이 단색으로 구성되었는지

, 다색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2212 단계).

객체가 단색인지 다색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식은 아래의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Th 는 드레솔드(Threshold) 값으로서, [수학식 1]의 좌변 값이 우변의 드레솔드 값 보다 작으면 단색 객체로 판별하

고, 크거나 같으면 다색 객체로 판별한다.

판별 결과, 객체가 다색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객체의 컬러 정보는 R(적색), G(녹색), B(청색) 각 채널에 

대해 인접한 픽셀들의 밝기 비를 축으로 하는 삼차원 히스토그램(h object (color))으로 저장된다(2213 단계). 이렇게 

구성된 컬러 비의 히스토그램(h object (color))을 객체 추적에 사용하게 되면, 조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체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추적 대상 객체가 얼굴과 같이 단색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컬러 비가 객체의 주요 특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컬러 비의 히스토그램(h object (color))은 단색으로 구성된 객체의 검출 및 추적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단색 객체에 대해서는 영상의 밝기에 따른 색상(Hue), 채도(Saturation)의 2차원 가우

시안 모델링(2D Gaussian Modeling)을 통해 조명에 강인하게 객체의 컬러를 모델링 하여 객체의 컬러 확률을 정의

하고(2214 단계), 정의된 객체의 컬러 확률을 근거로 하여 객체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구성한다(2215 단계). 이에 대

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 6은 조명 변화에 따른 피부색의 색상, 채도의 변화를 각각 보여주는 도면이다. 여기서, 피부는 단일 색상으로 구성

된 객체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6의 (a) 및 (b)를 참조하면, HSI 컬러 공간(HSI Color Space)에서 피부의 색상은 주변

밝기에 독립적이고, 채도는 밝기에 대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피부 이외의 일반

적인 컬러에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특성을 이용하여 [수학식 2]와 같이 객체(예를 들면, 피부)의 컬러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

[수학식 2]

여기서, 는 2차원 가우시안 함수(two-dimensional Gaussian function)를, n은 객체의 사이즈(size of obj

ect)를, 그리고 I는 영상의 평균 밝기(average intensity of image)를 각각 나타낸다. 이와 같은 객체의 컬러 확률 이 

정의되면, 본 발명에서는 이를 히스토그램(h object (color))의 축으로 사용하여 컬러 히스토그램을 구성한다.

객체의 컬러 분포를 이용해 객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객체에 대한 컬러 분포 

정보 외에도 전체 영상의 컬러 분포 정보 역시 필요하다. 전체 영상의 컬러 분포 정보를 모델링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정보 모델링 방법(225 단계)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전체 영상의 컬러 변화를 측정하고(2221 단계),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명이 백색 조명인지, 컬러 조명인지 

여부를 판별한다(2222 단계).

조명이 백색 조명인지, 또는 컬러 조명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식은 아래의 [수학식 3]과 같다.

[수학식 3]

여기서, Th 는 드레솔드 값으로서, [수학식 3]의 좌변의 값이 우변의 드레솔드 값 보다 작으면 백색 조명으로 판별하

고, 좌변의 값이 우변의 드레솔드 값 보다 크거나 같으면 컬러 조명으로 판별한다. 이 때, n은 현재 프레임(frame)의 

영상을, m은 이전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한다.

222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조명이 컬러 조명으로 판별되면, 바로 이전 프레임에서 찾은 객체의 영역으로부터 컬러 

분포를 새로 추출하여 컬러 정보를 재 모 델링하고,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하는 적응적 

컬러 모델링을 수행한다(2230 단계). 이 때 사용되는 컬러 모델링 방법은 도 5에서 설명한 컬러 모델링 방법과 동일

하다. 그리고, 조명이 백색 조명으로 판별되면, 컬러 정보의 재 모델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 1의 220 단계에서 구성

된 객체 히스토그램의 축과 동일한 축에 대해서 영상의 전체 컬러 분포를 히스토그램(h total (color))으로 구성한다(2

22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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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체 영상의 컬러 변화 측정 결과, 영상 전체의 밝기가 달라지거나 영상 일부분의 밝기가 다른 백색 조명이 비출 

경우에는 이전에 수행된 컬러 정보 모델링 결과(즉, 도 1의 220 단계)가 그대로 사용되고, 파장별로 세기가 다른 컬러

조명이 비출 경우에는 2230 단계와 같이 컬러 정보가 적응적으로 모델링 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240 단계에서는 210 단계에서 지정된 위치 정보와, 220 및 225 단계를 거쳐 모델링된 컬러 

정보를 고려하여 확률 맵을 구성한다. 이 때 구성되는 확률 맵은 아래 [수학식 4] 및 [수학식 5]와 같다.

[수학식 4]

[수학식 5]

260 단계에서는 [수학식 4] 및 [수학식 5]에 의해 구성된 확률 맵에 의해 칼만 필터링을 수행하여 객체를 추적한다.

칼만 필터는, 아래 [수학식 6]에 의거하여 연속된 영상에서 대상 객체의 위치와 크기를 계속적으로 추적한다.

[수학식 6]

여기서, 는 객체의 중심 좌표를 의미하고, C(i,j)는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을 의미한다. 객체의 중심 좌표

및 공분산 행렬 C(i,j)을 구성하는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의 값을 가진다.

260 단계에서 수행되는 칼만 필터링 단계에서는 현재 계산된 객체의 위치와, 소정의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과

거의 데이터 모두를 이용하여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객체의 속도를 예측하고, 아래 [수학식 7]과 같이 공분산 행렬을 갱

신함으 로써 객체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정지를 신뢰성 있게 추적한다.

[수학식 7]

이와 같은 일련의 객체 추적 방법에 의해서 소정의 객체가 추적되면, 추적된 객체는 모자이크 처리 등과 같은 편집 기

능이 수행된 후(300 단계), 디스플레이 된다(400 단계).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영상 편집 장치(100)의 블록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영상

편집 장치(100)는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력 유닛(10), 상기 영상에서 인접 픽셀들의 밝기 비

를 고려하여 객체를 추적하는 객체 추적 유닛(20),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영상 편집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추적된 

객체에 대한 영상 편집을 수행하는 영상 편집 유닛(30)을 포함한다.

데이터 입력 유닛(10)은,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받아들이는 비디오 카메라(11)와, 취득된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연속

적인 디지털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A/D 컨버터(12)를 포함한다.

객체 추적 유닛(20)은,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지정하는 초기 위치 지정부(21), 객체 및 영상 

전체의 인접한 픽셀의 밝기 비를 고려한 컬러 모델링을 수행하는 컬러 모델링부(22), 컬러 모델링 결과에 의해 객체 

추적을 위한 확률 맵을 구성하는 확률 맵 구성부(24), 확률 맵 구성부(24)의 입력을 선택 하는 MUX(Multiplexer ; 25

), 상기 초기 위치 및 상기 확률 맵에 응답해서 객체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객체 추적부(26)를 포함한다.

초기 위치 지정부(21)는, 사용자가 지정한 소정의 위치를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로 받아들이는 제 1 초기 위치 지정부

(211), 상기 객체의 목록 및 상기 객체에 대응되는 컬러 모델링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 데이터베이스(212), 및 사용

자가 지정한 객체 목록에 대응되는 컬러 모델링 데이터를 객체 데이터베이스(212)로부터 독출하고, 독출된 컬러 모델

링 데이터를 역 투사하여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제 2 초기위치 지정부(213)를 포함한다. 제 1 

초기 위치 지정부(211)는 앞에서 설명한 초기 위치의 수동 지정 기능을 수행하고, 제 2 초기위치 지정부(213)는 초기

위치의 자동 지정 기능을 각각 수행한다.

상기 컬러 모델링부(22)는,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는 제 1 컬러 모델링부(221),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하는 제 2 컬러 모델링부(222), 및 영상의 조명에 관한 변화를 고려하여 상기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적응적으로 모델링 하는 제 3 컬러 모델링부(223)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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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컬러 모델링부(221)는, 제 1 또는 제 2 초기 위치 지정부(211 또는 213)를 통해 편집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기 

위치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지정되면, 상기 객체의 초기 영역으로부터 컬러 정보를 추출하여, 객체를 추적하는 데 이

를 사용한다. 제 1 컬러 모델링부(221)는 해당 객체가 단색인지 다색인지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객체가 다색으로 구

성된 경우에는 상기 객체의 정보를 RGB 각 채널에 대해 인접한 픽셀들의 밝기 비를 축으로 하는 삼차원 히스토그램(

h object (color))으로 저장한다. 이러한 컬러 비의 히스토그램(h object (color))을 사용하면, 조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컬러 정보를 이용해 객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상 객체가 얼굴과 같이 단색으로 구성된 객체인 경우에는 컬러 비가 객체의 주요 특징을 표현하지 못하므

로, 객체를 검출, 추적하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단색 객체에 대해서는 영상의 밝기에 따른 색

상(Hue), 채도(Saturation)의 2차원 가우시안 모델링(2D Gaussian Modeling)을 통해 조명에 강인하게 객체의 컬러

를 모델링 한다.

일반적으로 추적,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 객체가 정밀하지 않거나(nonrigid) 회전이 심한 경우에는, 형태(shape) 정보 

보다 컬러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정확도에 있어 많은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방송용으로 제작된 비디오 신호

는 실내외의 극심한 조명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RGB 컬러 공간에서 대상 객체의 컬러가 극심하게 변화

하게 되며, 이는 객체의 추적, 검출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극심한 조명 변화에도 강인하게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 컬러 정보의 추출에 있어서, 제 1 컬러 모델링부(221) 및 제 3 컬러 모델링부(223)에서 수행된

객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를 위해 제 3 컬러 모델링부(223)는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변화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영상이 컬러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영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추적된 객체의 영역에 대한 컬러 모델링을 재 수행하고, 영

상 전체에 대한 컬러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측정 결과, 영상이 백색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

별된 경우, 제 1 컬러 모델링부(221)에서 수행된 객 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를 그대로 사용한다.

객체의 컬러 분포를 이용해 객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객체에 대한 컬러 분포 

정보 외에도 전체 영상의 컬러 분포 정보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 2 컬러 모델링부(222)는 현재 영상의 전체 컬

러 분포를 객체 히스토그램의 축과 동일한 축에 대한 히스토그램(h total (color))으로 구성한다.

확률 맵 구성부(24)는 제 2 컬러 모델링부(222)에서 수행된 컬러 모델링 결과를 받아들이고, 선택된 객체의 위치와, 

제 1 또는 제 3 컬러 모델링부(221 또는 223)에서 수행된 컬러 모델링 결과를 MUX(25)를 통해 받아들인다. 이 때 생

성되는 확률 맵은 앞에서 설명한 [수학식 4] 및 [수학식 5]와 같다.

한편, 객체 데이터베이스(212)는 제 1 컬러 모델링부(221)에서 생성된 조명에 강인한 컬러 히스토그램을 저장하는데,

물체의 색 구성에 따라 컬러 비 히스토그램이나, 조명에 따른 가우시안 확률 히스토그램으로 저장한다. 객체 데이터

베이스(212)에 저장된 객체의 컬러 분포 정보는, 사용자가 관심 객체를 목록에서 지정하게 되면, 제 2 초기 위치 지정

부(213)에 의해 객체의 초기 위치를 자동으로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객체 추적부(26)는, 메모리(261), 속도 예측부(262) 및 칼만 필터(263)를 구비하여, 객체의 현재 위치를 추적한다.

칼만 필터(263)는 확률 맵 구성부(24)에서 생성된 객체의 확률 맵(COLOR_MODEL) 및 객체의 초기 위치(OBJ_POSI

TION)를 받아들이고, [수학식 6]에 의거하여 연속적인 영상에서 관심 객체의 위치와 크기를 계속적으로 추적한다. 

속도 예측부(262)는 메모리(261)를 이용해 과거의 객체의 위치를 저장해 두고, 현재 계산된 객체의 위치와 과거의 데

이터를 모두 이용하여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객체의 속도를 예측한다. 그리고, [수학식 7]과 같이 칼만 필터(263)의 공

분산 행렬을 갱신함으로써 객체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정지를 신뢰성 있게 추적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일련의 객체 추적 방법에 의해 소정의 객체가 추적되면, 추적된 객체는 영상 편집 유닛(30)

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 등과 같은 간단한 편집 기능이 자동으로 수행된다. 영상 편집 유닛(30)은, 좀 더 다양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을 수행하는 영상 편집부(32)와, 편집된 비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D/A 컨버터(33) 외에, 경계선 추출부(31)를 더 포함한다. 경계선 추출부(31)는 영상 편집부(32)에 연결되어

추적중인 객체의 경계선 정보를 제공한다. 경계선 추출 방법은 양자화된 컬러 영상과 모션 차영상(difference image)

을 모두 이용하여 객체 영역을 이진화된 영상(binary image)으로 정의하고, Boundary Following 알고리즘을 적용해

경계선을 추출한다.

본 발명에 의한 영상 편집 유닛(30)에는 미리 저장해둔 편집 기능 리스트(미도시됨)가 구비되어 있어,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 결과에 따라 편집 알고리즘이 동작하고, 편집된 결과가 D/A 컨버터(33)를 통해 아날로

그 형태로 변환된다. 영상 편집부(32)에서 수행하는 편집 알고리즘은 디지털 영상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관심 객체의

위치와 크기 또는 경계선 정보(또는 윤곽선 정보)를 이용해 특정 영역에 특정 색을 칠하거나, 또는 특정 필터를 통과

시켜 영상을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편집에 사용될 수 있는 필터로 모자이크 필터, 블러링 필터, 반전 필터 등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의한 영상 편집 장치(100)를 실제 영상에 적용한 경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 9는 다양한 조명 조건 하에 있는 합성 몬드리안 영상(Synthetic Mondrian Image)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10은 

다양한 조명 조건 하에서 취득된 실제 영상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먼저, 도 9를 참조하면, 도 9의 (a)는 공간적으로 일정하고 스펙트럼상으로도 일정한 조명하에서의 합성 몬드리안 영

상을 나타내고, 도 9의 (b)는 공간적으로는 일정하나, 스펙트럼상으로는 일정하지 않은 조명하에서의 합성 몬드리안 

영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도 9의 (c)는 공간적으로도 일정하지 않고, 스펙트럼상으로도 일정하지 않은 조명하에서의 

합성 몬드리안 영상을 각각 나타낸다.

이 같은 경우, 도 9의 (a), (b), (c) 각각에 대한 RGB 공간(RGB space), Opponent 컬러 공간(Opponent color space)

, 정규화된 R,G 공간(Normalized R,G space), 및 HSI 공간(HSI space), 및 컬러 비율 공간(Color ratio space)의 비

교 결과는 아래 [표 1] 내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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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patially and spectrally constant illumination

Rank 1 Rank 2 Rank 3 Rank 3 이상 평균 백분위수
평균

허용오차

RGB 0 1 2 7 0.9103 0.00743

Opponent 0 2 1 7 0.9137 0.00743

Normalized R,G 10 0 0 0 1.0000 0.32822

HIS 10 0 0 0 1.0000 0.30781

Color ratio 10 0 0 0 1.0000 0.58229

[표 2]

Spatially constant but spectrally varying illumination

Rank 1 Rank 2 Rank 3 Rank 3 이상 평균 백분위수
평균

허용오차

RGB 4 2 0 4 0.9517 0.06932

Opponent 5 0 1 4 0.9517 0.06932

Normalized R,G 4 1 3 2 0.9551 0.06038

HIS 5 1 3 1 0.9655 0.06157

Color ratio 10 0 0 0 1.0000 0.58229

[표 3]

Spatially and spectrally varying illumination

Rank 1 Rank 2 Rank 3 Rank 3 이상 평균 백분위수
평균

허용오차

RGB 3 2 0 5 0.9413 0.0298

Opponent 5 2 0 3 0.9620 0.0321

Normalized R,G 5 2 3 0 0.9724 0.0214

HIS 6 1 2 1 0.9724 0.0233

Color ratio 10 0 0 0 1.0000 0.3561

[표 1] 내지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컬러 비율 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합성 몬드리안 영상은 조명의 변화

에 상관없이 모든 컬러 공간에 대해 높은 평균 백분위수(Average percentile)의 매칭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로써, 본 발명에 의한 객체 추적방법은 조명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도 10을 참조하면, 도 10의 (a)는 한 영상에 대한 다른 한 영상의 각도가 틀어져 보이는 Swain's model 영상

의 경우를 나타내고, 도 10의 (b)는 유사한 조명 하에서 취득된 두 영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도 10의 (c)는 현격히 다

른 조명 하에서 취득된 두 영상을 각각 나타낸다.

이 같은 경우, 도 10의 (a), (b), (c) 각각에 대한 RGB 공간(RGB space), Opponent 컬러 공간(Opponent color spac

e), 정규화된 R,G 공간(Normalized R,G space), 및 HSI 공간(HSI space), 및 컬러 비율 공간(Color ratio space)의 

비교 결과는 아래 [표 4] 내지 [표 6]과 같다.

[표 4]

Swain's model

Rank 1 Rank 2 Rank 3 Rank 3 이상 평균 백분위수
평균

허용오차

RGB 29 0 0 0 1.0000 0.1518

Opponent 28 0 0 1 0.9964 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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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ed R,G 27 1 0 1 0.9942 0.1344

HIS 25 3 0 1 0.9928 0.1387

Color ratio 29 0 0 0 1.0000 0.1012

[표 5]

Similar illumination

Rank 1 Rank 2 Rank 3 Rank 3 이상 평균 백분위수
평균

허용오차

Opponent 23 - - 1 0.994 0.255

Normalized R,G 23 1 - - 0.998 0.163

HIS 23 - 1 - 0.997 0.198

Color ratio 23 - 1 - 0.997 0.044

[표 6]

Large change of illumination

Rank 1 Rank 2 Rank 3 Rank 3 이상 평균 백분위수
평균

허용오차

Opponent 9 1 1 10 0.9476 0.072

Normalized R,G 9 - 1 11 0.9444 0.058

HIS 8 1 3 9 0.9460 0.059

Color ratio 8 3 5 5 0.9554 0.048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상의 각도가 비틀어져 있는 Swain's 영 상의 경우에도 컬러 비율 공간을 기준으

로 할 때, 모든 컬러 공간에 대해 높은 평균 백분위수의 매칭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 5] 및 [표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컬러 비율 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다른 조건에 있는 영상은 조명이 비슷하게 변화

하건, 또는 조명이 많이 변화하건 간에 조명의 변화에 상관없이 모든 컬러 공간에 대해 높은 평균 백분위수의 매칭 결

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발명에 의한 객체 추적 방법은 조명에 강인한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도 11은 다양한 조명 조건 하에서 피부색 데이터가 수집되는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1에는 영상이 취득된 위

치와, 취득된 영상이 각각 도시되어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동일한 사무실의 경우라 하더라도 영상이 취득되는 위치

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밝기를 가진다. 이 경우, 본 발명에 사용되는 컬러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영

상을 취득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도 12는 도 11에서 수집된 피부색 데이터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도 11에 도시된 위치에서 

취득된 피부의 밝기 데이터는 도 12의 그래프와 같이 표현된다.

도 13은 도 11에서 수집된 영상의 전체 조명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도 11과 

같이 수집된 영상의 전체 조면 변화를 HSI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된 비디오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을 추적하고자 하는 경우, 도 11 내지 도 13에 도시된 방법에 의해 수

집되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체( 사람의 얼굴)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그 추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 14는 도 11 내지 도 13에 도시된 방법에 의해 취득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복수 개의 얼굴을 추적한 결과를 보여주

는 도면이고,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편집 장치에 의해 특정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

도 14 및 도 1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객체 추적 방법에 의하면, 다양한 조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복수개의 특정 객체에 대한 추적이 정확히 수행될 수 있고, 추적된 객체에 대한 편집(예를 들면, 모자이크 처리 등) 또

한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자동 객체 추적 및 이를 이용한 편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

되었으나, 그밖에도 방송용 촬영 장치를 비롯한 가정용 촬영장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상 장치를 위한 영상 편집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보안시스템, 화상채팅, 통신 등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

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

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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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및 이를 응용한 영상 편집 장치에 의하면, 실

시간 또는 녹화 촬영 중에 영상 편집 처리가 필요한 부적절한 영역이 조명변화가 큰 환경에서 촬영될 경우, 조명변화

에 상관없이 원하는 영역을 신뢰성 있게 추적, 편집할 수 있다. 따라서, 객체의 추적 및 편집에 있어 높은 정확성을 가

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지정하는 단계;

(b) 영상에서 인접한 픽셀의 밝기 비를 고려하여 객체 추적을 위한 확률 맵을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및 상기 확률 맵을 근거로 하여 칼만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지정 방법을 판별하는 단계;

(a-2) 상기 (a-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지정 방법이 수동 지정 방법인 경우, 사용자가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직접 입력하는 단계;

(a-3) 상기 (a-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지정 방법 이 자동 지정 방법인 경우, 각 객체의 컬러

히스토그램이 저장된 데이터저장 수단으로부터 컬러 히스토그램을 독출하는 단계; 및

(a-4) 상기 독출된 컬러 히스토그램을 역 투사하여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D r 을 반지름 r인 디스크라 할 때 상기 (a-4) 단계는,

(a-4-1) 상기 히스토그램의 각 빈에 대해서, 이전 모델에 대한 컬러 히스토그램에서 현재 영상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나눈 값과 1의 값 중 크기가 작은 값을 출력하는 단계;

(a-4-2) 상기 (a-4-1) 단계의 연산을 상기 영상의 모든 위치 좌표에 대해 수행하는 단계;

(a-4-3) 상기 (a-4-2) 단계에서 수행된 연산 결과와 상기 D r 을 컨볼루션 하는 단계; 및

(a-4-4) 상기 (a-4-3) 단계에서 수행된 컨볼루션 결과가 최대 값을 가지는 좌표를 검색하여, 상기 좌표를 상기 객체

의 초기 위치로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D r 은 상기 영상의 x, y 좌표에 대해 의 값을 가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

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는 단계;

(b-2)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는 단계; 및

(b-3) 상기 객체의 위치 정보 및 상기 (b-1) 및 (b-2) 단계에서 모델링된 상기 컬러 정보를 고려한 확률 맵을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b-1) 단계는

(b-1-1) 상기 객체의 색상 구성을 분석하는 단계;

(b-1-2) 상기 (b-1-1)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 상기 객체가 복수 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 상기 영상의 컬러를 구

성하는 적색(R), 녹색(G), 청색(B)의 각 채널에 대하여, 인접한 픽셀들의 밝기 비를 축으로 하는 상기 객체의 3차원 히

스토그램을 구성하는 단계;

(b-1-3) 상기 (b-1-1)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 상기 객체가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 상기 영상의 색상, 채도에 대

한 2차원 가우시안 모델링을 수행하여 객체의 컬러 확률을 정의하는 단계; 및

(b-1-4) 상기 (b-1-3) 단계에서 정의된 상기 객체의 컬러 확률을 축으로 하여 상기 객체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구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b-1-1) 단계는, n은 현재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고, m은 이전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며, R, G, B가 상기 영

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 녹색, 청색 데이터를 각각 의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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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 결과가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작은 경

우 상기 객체가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별하고, 상기 계산된 값이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영상이 복수 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b-1-3) 단계에서 계산되는 상기 객체의 컬러 확률은,

이고, 일 때,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는

(b-2-1)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

(b-2-2) 상기 (b-2-1) 단계에서의 측정 결과, 상기 영상이 백색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b-1)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객체의 컬러 정보 모델링 결과의 변화 없이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분포를 히스토그램으

로 구성하는 단계; 및

(b-2-3) 상기 (b-2-1) 단계에서의 측정 결과, 상기 영상이 컬러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영상

의 이전 프레임에서 추적된 객체의 영역에 대해 상기 (b-1) 단계를 재 수행하고,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b-2-1) 단계는, n은 현재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고, m은 이전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며, R, G, B가 상기 영

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 녹색, 청색 데이터를 각각 의미할 때,

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 결과가 소정의 드레

솔드 값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영상이 백색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하고, 상기 계산된 값이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크거 나 같은 경우, 상기 영상이 컬러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1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가 h object (color)이고, 상기 영상 전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가 h total (color)일 때,

상기 확률 맵은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방법.

청구항 11.
(a)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받아들이는 단계;

(b) 상기 영상에서 인접 픽셀들의 밝기 비를 고려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를 추적하는 단계; 및

(c)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영상 편집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추적된 객체에 대한 영상 편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지정하는 단계;

(b-2) 상기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는 단계;

(b-3)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는 단계;

(b-4) 상기 객체의 위치 정보 및 상기 (b-2) 및 (b-3) 단계에서 모델링된 상기 컬러 정보를 고려한 확률 맵을 생성하

는 단계; 및

(b-5)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및 상기 확률 맵을 근거로 하여 칼만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1) 단계는,

(b-1-1)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지정 방법을 판별하는 단계;

(b-1-2) 상기 (b-1-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지정 방법이 수동 지정 방법인 경우, 사용자가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직접 입력하는 단계;

(b-1-3) 상기 (b-1-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 지정 방법이 자동 지정 방법인 경우, 각 객체의 

컬러 히스토그램이 저장된 데이터저장 수단으로부터 컬러 히스토그램을 독출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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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 상기 독출된 컬러 히스토그램을 역 투사하여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D r 을 반지름 r인 디스크라 할 때 상기 (b-1-4) 단계는,

(b-1-4-1) 상기 히스토그램의 각 빈에 대해서, 이전 모델에 대한 컬러 히스토그램에서 현재 영상의 컬러 히스토그램

을 나눈 값과 1의 값 중 크기가 작은 값을 출력하는 단계;

(b-1-4-2) 상기 (b-1-4-1) 단계의 연산을 상기 영상의 모든 위치 좌표에 대해 수행하는 단계;

(b-1-4-3) 상기 (b-1-4-2) 단계에서 수행된 연산 결과와 상기 D r 을 컨볼루션 하는 단계; 및

(b-1-4-4) 상기 (b-1-4-3) 단계에서 수행된 컨볼루션 결과가 최대 값을 가지는 좌표를 검색하여, 상기 좌표를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로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D r 은 상기 영상의 x, y 좌표에 대해 의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

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는

(b-2-1) 상기 객체의 색상 구성을 분석하는 단계;

(b-2-2) 상기 (b-2-1)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 상기 객체가 복수 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 상기 영상의 컬러를 구

성하는 적색(R), 녹색(G), 청색(B)의 각 채널에 대하여, 인접한 픽셀들의 밝기 비를 축으로 하는 상기 객체의 3차원 히

스토그램을 구성하는 단계;

(b-2-3) 상기 (b-2-1)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 상기 객체가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 상기 영상의 색상, 채도에 대

한 2차원 가우시안 모델링을 수행하여 객체의 컬러 확률을 정의하는 단계; 및

(b-2-4) 상기 (b-2-3) 단계에서 정의된 상기 객체의 컬러 확률을 축으로 하여 상기 객체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구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b-2-1) 단계는, n은 현재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고, m은 이전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며, R, G, B가 상기 영

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 녹색, 청색 데이터를 각각 의미할 때,

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 결과가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작은 경

우 상기 객체가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별하고, 상기 계산된 값이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영상이 복수 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

상 편집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b-2-3) 단계에서 계산되는 상기 확률은,

이고, 일 때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

상 편집 방법.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3) 단계는

(b-3-1)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

(b-3-2) 상기 (b-3-1) 단계에서의 측정 결과, 상기 영상이 백색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b-2)

단계에서 수행된 상기 객체의 컬러 정보 모델링 결과의 변화 없이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분포를 히스토그램으

로 구성하는 단계; 및

(b-3-3) 상기 (b-3-1) 단계에서의 측정 결과, 상기 영상이 컬러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영상

의 이전 프레임에서 추적된 객체의 영역에 대해 상기 (b-2) 단계를 재 수행하고,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b-3-1) 단계는, n은 현재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고, m은 이전 프레임 의 영상을 의미하며, R, G, B가 상기 영

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 녹색, 청색 데이터를 각각 의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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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 결과가 소정의 드레

솔드 값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영상이 백색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하고, 상기 계산된 값이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영상이 컬러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

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방법.

청구항 20.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가 h object (color)이고, 상기 영상 전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가 h total (color)일 때,

상기 확률 맵은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

용한 영상 편집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 매체.

청구항 22.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지정하는 초기 위치 지정부;

상기 객체 및 상기 영상 전체의 인접한 픽셀의 밝기 비를 고려한 컬러 모델링을 수행하는 컬러 모델링부;

상기 컬러 모델링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객체의 추적을 위한 확률 맵을 구성하는 확률 맵 구성부; 및

상기 초기 위치 및 상기 확률 맵에 응답해서 상기 객체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객체 추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위치 지정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소정의 위치를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로 받아들이는 제 1 초기 위치 지정부;

상기 객체의 목록 및 상기 객체에 대응되는 컬러 모델링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가 지정한 객체의 목록에 대응되는 컬러 모델링 데이터를 상기 객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독출하고, 독출된 상

기 컬러 모델링 데이터를 역 투사하여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제 2 초기위치 지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장치.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모델링부는

상기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는 제 1 컬러 모델링부;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는 제 2 컬러 모델링부; 및

상기 영상의 조명에 관한 변화를 고려하여 상기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적응적으로 모델링 하는 제 3 컬러 모델링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컬러 모델링부는 상기 객체의 색상 구성을 분석하여, 상기 객체가 복수 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 상기 영

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R), 녹색(G), 청색(B)의 각 채널에 대하여, 인접한 픽셀들의 밝기 비를 축으로 하는 상기 

객체의 3차원 히스토그램을 구성하고,

상기 객체가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 상기 영상의 색상, 채도에 대한 2차원 가우시안 모델링을 수행하여 객체의 

컬러 확률을 정의하고, 상기 객체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장치.

청구항 26.
제 24 항 또는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컬러 모델링부는, n이 현재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고, m이 이전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며, R, G, B가 상

기 영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 녹색, 청색 데이터를 각각 의미할 때,

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 결과가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작은 경

우 상기 객체가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별하고, 상기 계산된 값이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영 상이 복수 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장치.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우시안 모델링을 통해 구해지는 상기 객체의 컬러 확률은,

이고, 일 때,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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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컬러 모델링부는,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변화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 결과 상기 영상이 컬러 조명 하

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영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추적된 객체의 영역에 대한 컬러 모델링을 재 수행하

고,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장치.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컬러 모델링부는, n이 현재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고, m이 이전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며, R, G, B가 상

기 영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 녹색, 청색 데이터를 각각 의미할 때,

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 결과가 소정의 드레

솔드 값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영상이 백색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하고, 상기 계산된 값이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영상이 컬러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

체 추적 장치.

청구항 30.
제 22 항 또는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확률 맵은, 상기 객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가 h object (color)이고, 상기 영상 전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가 h total (

color)일 때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객체 추적 장치.

청구항 31.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력 수단;

상기 영상에서 인접 픽셀들의 밝기 비를 고려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를 추적하는 객체 추적 수단;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영상 편집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추적된 객체에 대한 영상 편집을 수행하는 영상 편집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추적 수단은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초기 위치를 지정하는 초기 위치 지정부;

상기 객체 및 상기 영상 전체의 인접한 픽셀의 밝기 비를 고려한 컬러 모델링을 수행하는 컬러 모델링부;

상기 컬러 모델링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객체의 추적을 위한 확률 맵을 구성하는 확률 맵 구성부; 및

상기 초기 위치 및 상기 확률 맵에 응답해서 상기 객체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칼만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추적 수단은 상기 객체의 목록 및 상기 객체에 대응되는 컬러 모델링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위치 지정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소정의 위치를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35.
제 32 항 또는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위치 지정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객체 목록에 대응되는 컬러 모델링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독

출하고, 독출된 상기 컬러 모델링 데이터를 역 투사하여 상기 객체의 초기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36.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모델링부는

상기 객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는 제 1 컬러 모델링부; 및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정보를 모델링 하는 제 2 컬러 모델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컬러 모델링부는 상기 객체의 색상 구성을 분석하여, 상기 객체가 복수 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 상기 영

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R), 녹색(G), 청색(B)의 각 채널에 대하여, 인접한 픽셀들의 밝기 비를 축으로 하는 상기 

객체의 3차원 히스토그램을 구성하고,

상기 객체가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 상기 영상의 색상, 채도에 대한 2 차원 가우시안 모델링을 수행하여 객체의 

컬러 확률을 정의하고, 상기 객체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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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컬러 모델링부는, n이 현재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고, m이 이전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며, R, G, B가 상

기 영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 녹색, 청색 데이터를 각각 의미할 때,

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 결과가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작은 경

우 상기 객체가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별하고, 상기 계산된 값이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영상이 복수 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

상 편집 장치.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우시안 모델링을 통해 구해지는 상기 객체의 컬러 확률은,

이고, 일 때,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

상 편집 장치.

청구항 40.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모델링부는 상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변화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 결과 상기 영상이 컬러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된 경우, 상기 영상의 이전 프레임에서 추적된 객체의 영역에 대한 컬러 모델링을 재 수행하고, 상

기 영상 전체에 대한 컬러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하는 제 3 컬러 모델링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컬러 모델링부는, n이 현재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고, m이 이전 프레임의 영상을 의미하며, R, G, B가 상

기 영상의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 녹색, 청색 데이터를 각각 의미할 때,

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 결과가 소정의 드레

솔드 값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영상이 백색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하고, 상기 계산된 값이 소정의 드레솔드 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영상이 컬러 조명 하에서 취득된 것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

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42.
제 32 항 또는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확률 맵은, 상기 객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가 h object (color)이고, 상기 영상 전체의 컬러 모델링 결과가 h total (

color)일 때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4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편집 수단은, 상기 추적 수단을 통해 추적된 상기 객체의 경계선 정보를 추출하는 경계선 추출부; 및

상기 추출된 경계선 정보와, 상기 객체의 위치 및 크기 정보를 받아들여 상기 객체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상 

필터링을 수행하는 영상 편집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편집부는 모자이크 필터, 블러링 필터 및 반전 필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이용한 영상 편집 장치.

도면



등록특허  10-0421221

- 15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421221

- 16 -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421221

- 17 -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421221

- 18 -

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421221

- 19 -

도면9

도면10



등록특허  10-0421221

- 20 -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등록특허  10-0421221

- 21 -

도면15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