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59893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N 7/3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12월04일

10-0459893

2004년11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2-0000989 (65) 공개번호 10-2003-0060328

(22) 출원일자 2002년01월08일 (43) 공개일자 2003년07월16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문영수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3동688번지주공아파트304동701호

김창용

경기도용인시구성읍보정리1161진산마을수지삼성5차아파트502동1305호

(74) 대리인 이영필

이해영

심사관 : 이진익

(54)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및 그 장치를 개시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여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

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설정하고,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을 새로운 입력 영상

으로 받아들여 상기 새로운 입력 영상에 나타난 상기 추적을 위한 초기 객체 영역과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

체 탐색창을 지정하며, 소정의 빈 해상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히스토그램과 상기 객체 탐

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입력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고, 모델 히스토그램과 입력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객체 탐색창 내

의 영상에 대한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며,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적하려는 프

레임의 초기 객체 영역이 입력된 다음 프레임에서 이동된 새로운 객체 영역을 구하여, 동영상의 객체를 추적하게 되

어, 영화, TV드라마, CF 등의 일반 동영상에 객체 기반의 대화형 부가정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동영상에서 

관심의 객체영역을 연속적으로 신뢰성있게 추출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장치의 구성을 블록으로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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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객체를 추적하기 위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특히 객체탐색창 내의 입력영상에 대한

객체확률영상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된다.

도 4는 객체확률영상을 이용해서 초기 객체 유효창을 갱신하여 추적을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동영상 객체추적과정에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동영상 객체추적과정에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장치의 구성을 블록으

로 도시한 것이다.

도 7a는 추적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초기 객체 영역과 새로 검출된 객체 영역과의 영역간의 일치 정도를 설명하기 위

한 도면이다.

도 7b는 추적 첫번째 프레임에서 계산된 객체 탐색창 내의 객체확률영상에서 초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경 영역과

구별되는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서 특정 부분을 다루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동영상 프레임에서 특정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될수록 영화, TV드라마, CF 등의 일반 동영상에서 사용자가 관심있는 객체 영역을 연속적

으로 추적 혹은 추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늘어나고 있다.

동영상에서 객체영역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은 크게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지금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블록 매칭(block matching)에 기반한 기술이다. 이 방법은 구현이 비교적 

쉬우면서도 객체의 형상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레임간에 만족할 만한 매칭(또는 추적)성능을 보인다. 따라

서 동영상압축 표준기술인 MPEG-1, MPEG-2에서 프레임간의 블락 속도 추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연속 프레임 상에서 객체의 변형(scale 변화, 회전)이 발생하게 되면 블락 매칭에 기반한 객체 추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기하학적 모델에 기반한 방법이다. 객체의 기하학적 특징을 모델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속입력영상에

서 모델을 찾아내는 방법[US 6269172]이다. 강체 변형이나 국부적 가림에는 비교적 잘 작동되지만 구현이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으며, 비-강체 변형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객체마다 별도의 모델을 구축해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동적인 윤곽 모델(Active contour model)(또는 snake)에 기반한 방법[Kass et al, 'Snakes: Active Co

ntours Models', IJCV, Vol. 2, 1988, pp.321-331][US 6266443][US 6259802]이다. 위의 모델기반 방법과 마찬

가지로 특정 객체에 적합한 윤곽 모델(contour model)을 설정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강체 변형에는 유효한 추적

결과를 보인다. 객체주변에 강한 잡응성의 에지 성분이 존재할 시에는 추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칼라정보에 기반한 방법이다. 객체변형이나 부분적인 가림에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추적결과를 보이고 

무엇보다도 처리 속도 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Swain, et al., 'Color Indexing', IJCV, Vol. 7, 1991, pp.11-32][US 5

845009][US 6226388]. 하지만 추적 대상인 객체 주변부에 객체칼라와 유사한 칼라가 존재 시에는 객체와 배경의 

분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방법론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대개 객체영

역을 대표하기 위해 특정한 형상의 템플릿(template)을 설정, 적용하였기 때문에 객체의 정확한 형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객체의 크기변화, 조명변화에 대해 실시간의 보상 메커니즘을 유효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칼라 히스토그램(Color histogram)에 기반하고 있는 추적 방법들은 칼라 히스토그램 빈 해상

도(Color histogram bin resolution)의 설정값에 따라 추적성능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조명 변화에 의한 객체 영역의 칼라 정보 변화를 보상하여 동영상에서 강

건하게 객체를 추적하고, 자동으로 각 동영상에 적합한 최적의 칼라 히스토그램 빈 해상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그 장

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인 과제는, 상기 방법들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은, (a) 상기 동영

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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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을 지정하고, 소정의 빈(bin) 해상도를 사용하여 상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을 새로운 입력 영상으로 받아들여 상기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 나타나는 상기 추적을 위한 초기 객체 영역의 변형, 이동된 객체 영역과 상기 (a) 단계에서 지

정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단계; (c) 상기 객체 탐색창 내의 영상에 대한 칼라 히스

토그램인 입력 칼라 히스토그램을 상기 (a)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단계; (d)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과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입력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는 단계; (e) 상기 객체 확률 영상과 초기 객체 유효창으로부터 상기 변형, 이

동된 객체영역의 객체 유효창을 갱신하여, 추적대상인 객체의 영역이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에 포함되도록 하는 

단계; 및 (f) 상기 (e) 단계에서 최종으로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 내의 상기 (d) 단계에서 얻은 객체확률영상으로

부터 소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의 새로운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

는 장치는, 상기 동영상이 입력되는 영상입력수단; 동영상 프레임 중에 지정된 영역내의 영상에 대해 소정의 빈(bin) 

해상도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수단; 상기 영상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된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

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설정하는 수단; 상기 초

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을 상기 영상입력수단을 통해 새로운 입력 영상으로 받아들여 상기 새

로운 입력 영상에 나타난 상기 추적을 위한 객체 영역의 변형, 이동된 객체 영역과 상기 설정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수단; 상기 히스토그램계산수단을 이용해서 계산된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히

스토그램인 모델 히스토그램과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입력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는 수단; 상기 추적되는 객체가 갱신된 객체 유효창에 포함되도록 상기 객체 확률 

영상과 초기 객체 유효창으로부터 상기 변형, 이동된 객체영역의 객체 유효창을 갱신하는 수단; 및 상기 객체 유효창

갱신수단에서 최종으로 갱신된 객체 유효창 내의 상기 객체확률영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력 

영상 프레임에서 새로운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에서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bin resolution)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a) 상기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

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지정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에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객체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단계; (c) 

소정의 빈 해상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히스토그램과 상기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입력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단계; (d) 상기 모델 히스토그램과 입력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는 단계; (e) 상기 (d)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a) 단계의 프레임에서 객체 영역을 다시 검출하는 단계; (f)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

과 (e) 단계에서 얻은 새로운 객체 영역과의 영역의 일치 정도 및 상기 (d)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확률영상 내에서 초

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경 영역과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계산하는 단계; 및 (g) 지

정 가능한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따라 상기 (c) 단계부터 (f) 단계까지 반복하여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대한 객체검출 성

능지수를 계산하여 최대의 객체검출 성능 지수를 제공하는 빈 해상도 값을 최적화된 빈 해상도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에서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bin resolution)를 최적화하는 장치는, 상기 동영상이 입력되는 영상입력수단; 동영상 프레임 중에 지정된 

영역에 대해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수단; 상기 영상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된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설정하는 수단;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에 상기 설정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수단; 상기 히스토그램계산수단을 이용해서 계산된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모델 히스토

그램과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입력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 내 영상의 객체 확

률 영상을 계산하는 수단; 상기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을 이치화(binarization)하여 상기 처음 프레임에서 추척하려는

객체 영역을 다시 검출하는 수단; 상기 초기 객체 영역과 객체영역을 다시 검출하는 수단에서 얻은 객체 영역과의 영

역의 일치 정도 및 상기 객체확률영상계산수단에서 얻은 객체확률영상에서 초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경 영역과 

구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객체검출성능지수결정수단이 지정 가능한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대한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계산하여, 그 중에서 최대의 객체검출 성능 지수를 제공하는 빈 해상

도 값을 최적화된 빈 해상도로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을 기록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상기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실시간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의 각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동영상에서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기록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상기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

화하는 방법의 각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이 방법은,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지정하고, 소정의 빈 해상도(bin resolution)를 사용하여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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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며(100 단계), 참조번호 100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을 새로운 

입력 영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 나타나는 상기 추적을 위한 객체 영역의 변형, 이동된 객체 영역과 참

조번호 100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한다(110 단계). 상기 객체 탐색창의 

칼라 히스토그램인 입력 칼라 히스토그램을 참조번호 100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하여 계산하고(1

20 단계), 상기 초기 객체 영역내의 영상에 대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과 객체 탐색창의 입력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

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 내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고(130 단계), 상기 객체 확률 영상과 초기 객체 유효창으로부터

상기 변형, 이동된 객체영역의 초기 객체 유효창을 갱신하여, 추적되는 객체가 갱신된 객체 유효창에 포함되도록 한

다(140 단계). 그리고 참조번호 140 단계에서 최종으로 갱신된 객체 유효창 내의 상기 객체확률영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의 새로운 객체 영역을 검출(150 단계)하여 참조번호 100 단계에서 지정한 객

체를 추적하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장치의 구성을 블록으로 도시한 

것이다.

이 장치는 동영상이 입력되는 영상입력수단(200), 동영상 프레임 중에 지정된 영역에 대해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

하여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수단(210), 영상입력수단(200)을 통해 입력된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이로부터 다시 상기의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자동 설정하

는 수단(220), 상기의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을 영상입력수단(200)을 통해 새로운 입력 영

상으로 받아들여 상기 새로운 입력 영상에 나타난 상기 추적을 위한 객체 영역의 변형, 이동된 객체 영역과 상기 지정

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수단(230), 히스토그램계산수단(210)을 이용해서 계산된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모델 히스토그램과 객체 탐색창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입력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의 칼라영상에 대한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는 수단(240), 상기 추적되는 객체가 갱신된 

객체 유효창에 포함되도록 상기 객체 확률 영상과 초기 객체 유효창으로부터 상기 변형, 이동된 객체영역의 객체 유

효창을 갱신하는 수단(250) 및 객체 유효창갱신수단(250)에서 최종으로 갱신된 객체 유효창 내의 상기 객체확률영상

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력 영상 프레임에서 새로운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수단(260)을 포함한다.

이하 도 1의 방법과 도 2의 구성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동영상에서의 객체 추적, 검출을 하는 일 실시예의 동작

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동영상에서의 빠르고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한 본 발명에서는 기본적으로 객체영역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프레임간의 

객체영역 매칭과 검출을 위한 영상 특징으로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추적알고리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영상에 따라 적응 변화하는 최적의 칼라 히스토그램 빈 해상도(Color histogram bin resolution) 결정 기법을 제시하

였다. 또한 객체영역(또는 객체경계) 정보를 매 프레임마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조명

변화에서도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해 객체칼라정보(모델 칼라 히스토그램)를 효율적으로 갱신토록 하였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객체를 추적하기 위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특히 객체확률영상(Object probability

image)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객체 확률 영상은 SWAIN의 논문(Swain, et al., 'Color Indexin

g', IJCV, Vol. 7, 1991, pp.11-32)에서 제시한 역투영(backprojection)기법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객체영역의 추적

과 검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도 3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추적대상인 객체로 좌측으로 수평하게 움직이는 가상의 사람의 얼굴을 선정하였다. 검

색을 위한 동영상이 영상입력수단(200)을 통해 입력되면, 영상의 시작인 첫 번째 프레임(301)에서 얼굴을 추적대상

인 객체영역(302)으로 초기 지정한다. 이는 동영상에서의 객체를 추적하려는 사용자가 영상 표시장치상에서 GUI(Gr

aphic User Interface)와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지정하거나 혹은 다른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수동이나 

자동으로 추적객체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물론 동영상의 처음이 아니라 중간부터 혹은 다른 장면부터 추적을 시

작하려면 그 추적을 원하는 동영상 부분의 시작 프레임이 첫 번째 프레임으로 지정될 것이다.

영상입력수단(200)은 통신망을 통해 수신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여 제작되거나 혹은 동영상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 생성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컴퓨터와 같은 장치의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어야 하며, 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것이다.

히스토그램계산수단(210)에서는 이 초기 객체영역(302)에 대해서 (객체)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 M(j)(304)을 계산

한다(100 단계). 여기에서 j 는 2차원 혹은 3차원의 메모리 배열(memory array)로 표시되는 칼라 히스토그램의 각 

빈(bin)의 주소를 1차원으로 나열 표시한 표식자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픽셀에서의 칼라 밝기를 (R,G,B) 칼라로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또한 RGB 칼라 히스토그램에

서 각 칼라성분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빈의 수를(the number of bins) 빈 해상도(Bin resolution)라 하고 n으

로 표시하면 보통 빈 해상도는 n = 256, 128, 64, 32, 16, 8, 4, 2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칼라 히스토그램에서 각 칼라

성분의 밝기 해상도는 각 칼라성분의 최대밝기 편차를 각 칼라성분의 빈 해상도로 나누어 얻어진다. 예를 들어, 최대

밝기 편차가 256인 R,G,B 성분의 경우에 빈 해상도가 32이라고 가정하면, RGB 칼라 히스토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3

2x32x32크기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고 각 칼라성분의 밝기해상도(dR,dG,dB)는 dR=dG=dB=256/32=8이 된다.

(R,G,B)의 칼라밝기를 가지고 있는 임의의 픽셀은 각 칼라성분의 밝기를 밝기해상도로 나눈 후 얻어진 몫을 그 칼라

성분의 빈 주소값으로 결정하고, 해당하는 RGB 칼라 히스토그램 빈에 1만큼의 값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R=13,G

=126,B=228)의 칼라값은 밝기 해상도가 8인 경우에 (1, 15, 28)의 히스토그램 빈 주소의 기존 저장값에 1을 증가시

켜 다시 저장한다.

임의의 영역에 있는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임의의 영역에 대한 칼라 히스토

그램 계산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본 발명이 속한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므로 더 이상의 설

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은 RGB 칼라성분 뿐만 아니라 2차원 혹은 3차원의 다른 칼라성분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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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적용 가능하다.

초기객체영역/유효창지정수단(220)은 초기 객체영역(302)을 지정하고 이로부 터 다시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

기 객체 유효창(303)을 지정한다. 초기 객체 유효창(303)은 초기 객체영역(302)을 포함하는 최소 경계 직사각형(min

imum bounding rectangle)을 나타낸다. 초기 객체 영역이 결정되면 초기 객체 유효창도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객체탐색창지정수단(230)은 처음 프레임(301)의 객체가 다음 프레임(305)에서 이동된 것을 검출하기 위해 다음 프

레임에서 객체탐색창(306)을 지정한다(110 단계).

이때에 다음 프레임(305)을 현재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처음 프레임(301)은 이전 프레임이 될 것이다. 이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객체 영역과 객체 유효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이전의 프레임에서 지정된 객체 유

효창(303)은 다음의 프레임에서는 이전 객체 유효창(307)으로 표시된다. 이는 이전의 프레임(301)에서 설정된 창을 

다음 프레임(305)에서도 창의 위치와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설명을 위해 초기 객체 유효창(303)과 이전 객체 유효창(307)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영역이며, 단지 처음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을 구별하는 경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객체탐색창지정수단(230)은 이전 객체 유효창(307)(또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기반으로 하여 객체 탐색창(306)을 설

정한다. 이때 객체 탐색창(306)은 이전 객체 유효창(307)보다는 크면서 다음 프레임(305)에서 추적 대상인 객체의 새

로운 추적객체 영역(308)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적은 계산을 위해 동영상의 객체가 이동된 것을 검출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설정한다.

참조번호 110 단계에서는 객체를 추적하는 중이므로 추적의 대상인 새로운 객체 영역(308)은 아직 알 수가 없다. 따

라서 새로운 객체 영역(308)을 알지 못하므로 혹은 추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객체 탐색창(306)의 크기를 정하는 것

은 어려운 문제이다.

추적의 대상인 객체의 움직임을 경험적으로 추산하여 객체 탐색창(306)의 위치와 크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객체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 다음 프레임에서 객체가 없어진다면 추적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본 발명의 추적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동영상에서 객체의 크기, 움직임의 속도를 추정하여 객체 탐색창(306)의 위치와 크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경험치의 집합적인 값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여 객체 탐색창의 위치와 크기를 구하는 데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객체의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을 감안하여 객체 탐색창(306)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객

체를 이전에 추적해왔다면 객체의 이동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이며, 이를 이용해서 객체 탐색창(306)의 

위치와 크기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객체 탐색창(306)내의 영상을 히스토그램계산수단(210)을 사용하여 객체 탐색창에 대한 입력 칼라 히

스토그램 I(j)(309)를 얻는다(120 단계).

객체확률영상계산수단(240)은 초기 객체 영역(302)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모델 히스토그램 M(j)(304)과 객체 탐색창

(306)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입력 히스토그 램 I(j)(309)를 사용하여 객체 탐색창(306)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한다(

130 단계). 이를 설명한다.

먼저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얻은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칼라 히스토그램 비율(Color histogram ratio) R(j)(310)

을 다음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수학식 1

이때에 min(x,y)는 x, y 중 작은 값을 택하는 함수이다.

객체 탐색창(306)내의 입력 영상에서의 각 픽셀에서의 칼라 값에 해당하는 칼라 히스토그램 비율 R(j)(310)의 값을 

그 픽셀로 역투영(backprojection)시킴으로써 객체확률영상(311)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객체확률영상은 추적

대상이 현재의 입력프레임상에서 검출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3에서는 얼굴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보다 밝게 표

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검출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도 4는 객체 확률영상(311)을 이용해서 이전(혹은 초기) 객체 유효창(303)을 갱신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다음의

설명은 이 객체확률영상(311)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도 3에서 처음의 프레임에서 추적을 위한 객체(302)가 지정되고 다음 프레임에는 이동된 객체(308)가 표시되어 있다

. 도 4의 객체확률영상(311)에서는 도 3에서의 이동된 추적 객체 영역(308)을 이동 객체 영역(315)으로 표시한다. 객

체유효 창갱신수단(250)은 이동 객체 영역(315)에 대한 최소 경계 직사각형인 갱신 객체 유효창(314)을 설정한다(14

0 단계).

이를 위해 객체 확률 영상(311)과 이전 객체 유효창(307)을 이용한다. 즉, 객체확률영상(311)의 각 화소에 대한 값을 

이전객체유효창(307)의 영역내에서 수평, 수직방향으로 누적한 확률값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여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314)을 구하고,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314)이 초기(또는 이전) 객체 유효창(307)과의 차이가 소정의 범

위보다 크면 갱신 객체유효창(314)을 이전객체유효창으로 다시 설정하고 객체유효창갱신수단(250)을 이용하여 그 

차이가 소정의 범위보다 작아질 때까지 다시 반복하여 객체 유효창(314)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원의 객체확률영상(311)에서 직접 무게중심을 구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이전객체유효창(307)

의 영역내에서 객체확률영상(311)을 수평/수직 방향으로 각각 누적 합산함으로써 1차원의 수평 누적 확률 Hh(x)(31

3) 과 수직 누적 확률 Hv(y)(312)를 얻는다.



등록특허  10-0459893

- 6 -

그 다음 갱신 객체 유효창(314)의 left 경계(3133)와 right 경계(3134)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수평 누적 확률함수 

Hh(x)(313)의 무게 중심(수평 centroid) (3130)을 구한다. 다시, 수평 centroid(3130)를 기준으로 왼쪽편의 수평 누

적 확률함수 Hh(x)에 대한 무게 중심(수평 left centroid)(3132)과 오른쪽편의 수평 누적 확률함수 Hh(x)에 대한 무

게 중심(수평 right centroid)(3131)을 구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갱신 객체 유효창(314)의 left 경계(3133)와 right 경계(3134)의 위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평 centroid(3130)와 수평 left centroid(3132) 간의 거리를 dx, 수평 centroid(3130)와 갱신 객체 유효

창(314)의 left 경계(3133) 간의 거리를 Dx라고 하면,

수학식 2

라고 하여 갱신 객체 유효창(314)의 left 경계(3133)를 구할 수 있다.

이때에 상기 식에서 a는 수평 방향으로 객체가 이동한 이동 속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변수이며, 혹은 경험적으로 

정해지는 상수 값일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갱신 객체 유효창(314)의 right 경계(3134)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상기 식에서 사용한 변수 a 값은

left와 right의 경우에 다를 수 있다.

상기와 마찬가지로, 수직 누적 확률함수 Hv(y)(312)의 무게 중심(수직 centroid)(3120)을 구한다음 이를 기준으로 

위쪽의 무게 중심(수직 upper centroid)(3121)과 아랫쪽의 무게 중심(수직 lower centroid)(3122)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객체 유효창(314)의 top 경계(3123)와 bottom 경계(3124)를 최종 결정한다.

수직 centroid(3120)와 수직 upper centroid(3121) 간의 거리를 dy, 수직 centroid(3120)와 갱신 객체 유효창(314)

의 top 경계(3123) 간의 거리를 Dy라고 하면,

수학식 3

라고 하여 갱신 객체 유효창(314)의 top 경계(3123)를 구할 수 있다.

이때에 상기 식에서 b는 수직 방향으로 객체가 이동한 이동 속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변수이며, 혹은 경험적으로 

정해지는 상수 값일 수 있다. 상기의 설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갱신 객체 유효창(314)의 bottom 경계(3124)를 

구할 수 있다.

객체유효창갱신수단(250)은 상기의 방법을 통하여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314)를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갱신 과정을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314)이 이전 객체 유효창(307)과 비교하여 위치나 크기의 변화의 차가 

미리 설정한 소정의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반복한다(140 단계). 결과적으로 추적 대상인 객체가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314)에 포함될 때까지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객체영역검출수단(260)에서는 최종 결정된 객체 유효창(314) 내의 객체 확률영상으로부터 다음 프레임(305)에서의 

이동된 새로운 객체 영역(315)을 검출한다(150 단계).

객체 확률 영상으로부터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의 새로운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것은, 소정의 문턱치 혹은 복수의 문

턱치들을 기준으로 하여 객체 확률 영상을 이치화(binarization)하여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체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객체 확률 영상 이치화 과정에 대한 규칙의 하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수학식 4

otherwise, pixel of (x,y) = not object region, 즉, Map(x,y) = 0

상기 식에서, 임의의 픽셀 (x,y)에서의 객체확률영상 H(x,y)이 임의의 문턱치 T보다 큰 경우에는 그 픽셀을 객체영역

으로 판정하고 Map(x,y)에 255의 값을 할당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픽셀을 배경영역으로 판정하고 Map(x,y)

에 0의 값을 할당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이진화 영상 Map(x,y)를 객체영역 검출결과를 나타내는 이진맵(binary m

ap)이라 한다.

T는 미리 경험에 의해 주어지거나 또는 객체확률영상의 값들에 의해 적응적으로(Adaptive) 결정되어진다.

상기의 경우는 한 개의 문턱치만을 사용한 것이며, 두 개의 문턱치를 사용한 이치화 기법을 적용하면 보다 세밀한 객

체영역 검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번호 100 단계부터 150 단계에 의해 한 프레임에서 추적을 위해 설정한 객체 영역(302)이 다음 프레임에서 이동

된 새로운 객체 영역(315)으로 구해져서 목적한 객체 추적이 이루어졌다.

계속적인 객체 추적을 위해서는 다음 프레임을 처음 프레임으로 하고, 그 다음인 세 번째 프레임을 다음 프레임으로 

하여 상기 설명된 단계들을 반복하면 연속하여 실시간 동영상의 객체를 추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참조번호 150 단계에서 검출된 객체 영역에 대한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을 참조번호 100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하여 계산하고(160 단계, 도면에는 표시되지 않음), 160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칼라 히스토

그램과 참조번호 100 단계에서 계산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갱신된 새로운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참

조번호 100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 도를 사용하여 계산하며(170 단계, 도면에는 표시되지 않음), 15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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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출된 객체영역을 초기 객체영역으로 170 단계에서 계산된 갱신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새로운 검출 객체영

역의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하여 참조번호 110 단계에서 170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에 상기 170 단계에서, 160 단계에서의 상기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P(j))과 참조번호 100 단계에서 계산된 상기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M(j))을 이용해서 갱신된 새로운 객체 영역(315)의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것은 선

형 필터인 회귀성 IIR 필터(recursive IIR filter)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때에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P(j))과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M(j))의 관계는, k가 갱신 속도를 조절하는 인자로 

0에서 1사이의 값일 때에

수학식 5

와 같이 나타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170 단계에서, 160 단계에서의 상기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P(j))과 참조번호 100 단계에서 계산된 모델 칼

라 히스토그램(M(j))을 이용해서 갱신된 새로운 객체 영역(315)의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것은 칼만 필터(

Kalman filter)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칼만 필터를 사용하면 동영상의 각 프레임간의 조명 변화가 1차 또는 2

차의 동적인 변화모델로 표현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영상마다 객체의 크기가 틀려지거나, 조명

이 변화되는 상태에 서 촬영된 혹은 제작된 동영상의 경우에도 객체에 대한 추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도 3에서 참조번호 304의 히스토그램이 갱신되어, 참조번호 110 단계부터의 계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현재 입력영상에서의 객체영역 검출과 모델히스토그램 갱신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한 싸이클의 객체추적

이 종료되게 된다. 그 다음 객체추적 사이클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를 판정하는 추적 판정부(도면에는 표시되지 않음)

에서는 검출된 객체영역의 크기와 형상 등을 이전 객체영역과 비교함으로써 추적 객체가 현재 입력영상에서 존재하

고 있는지 또는 사라졌는지를 판정한다. 만약 존재한다고 판정되면 다음 추적과정을 계속 수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적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본 발명의 객체추적 방법은 객체영역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기초로 하고있기 때문에 칼라 히

스토그램의 빈 해상도(Bin Resolution)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객체추적 결과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참조번호 100 단계 전에 소정의 방법에 따라 칼라 히스토그램의 최적 빈 해상도를 결정하며, 이후의 단계에서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할 때에 상기 결정된 최적 빈 해상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 2의 장치는 영상입력수단(200)을 통해 입력되는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객체 영역과 다음

프레임에서의 객체 탐색창 및 객체 탐색창을 이용하여 초기 객체 영역과 다음 프레임에서의 객체 영역과의 영역의 일

치 정 도 및 초기 객체 영역이 객체 탐색창과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객체검출 성능지수가 최대로 되는 히스

토그램의 최적 빈 해상도를 결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히스토그램계산수단(210)은 상기 결정된 최적 빈 해상도에

따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동영상에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이로부터 다시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

체 유효창을 지정하고(500 단계), 500 단계에서 지정된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에 500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한다(510 단계). 소정의 빈 해상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히스토그램과 상기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입력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며(520 단계), 상기 모델 히스

토그램과 입력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 내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한다(530 단계). 참조번호 530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참조번호 500 단계의 프레임에서 객체 영역을 다

시 검출하고(540 단계), 참조번호 500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과 참조번호 540 단계에서 얻은 새로운 객체 

영역과의 영역의 일치 정도 및 상기 530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확률영상 내에서 초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경영역

과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계산한다(550 단계). 그리고 지정 가능한 모든 빈 해상도 값

에 따라 참조번호 520 단계 내지 550 단계까지 반복하여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대한 객체검출 성능지 수를 계산하여 

최대의 객체검출 성능 지수를 제공하는 빈 해상도 값을 최적화된 빈 해상도로 결정한다(560 단계).

하나의 관심 추적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연속 프레임들은 보통 3~4 초동안의 동영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객체

영역과 인접한 배경영역간에 칼라 분포특성이 추적 구간동안에 비교적 잘 유지된다. 따라서 첫 번째 프레임상에서 최

적으로 선정된 빈 해상도는 그 다음의 프레임들에서도 역시 비슷한 객체추적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본 발명은 이

점을 고려하여 상기의 빈 해상도 최적화 과정이 객체영역이 지정된 첫 번째 프레임에서만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동영상에서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장치의 구성

을 블록으로 도시한 것이다.

이 장치는 동영상이 입력되는 영상입력수단(600), 동영상 프레임 중에 지정된 영역에 대해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

하여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수단(610), 영상입력수단(600)을 통해 입력된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이로부터 다시 상기의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자동 설정하

는 수단(620),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에 상기 설정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

는 수단(630), 히스토그램계산수단(610)을 이용해서 계산된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모델 히스토

그램과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입력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 내 영상의 객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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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영상을 계산하는 수단(640), 상기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을 이치화하여 상기 처음 프레임에서 객체 영역을 다시 검

출하는 수단(650), 상기 초기 객체 영역과 객체영역을 검출하는 수단에서 얻은 객체 영역과의 영역의 일치 정도 및 객

체확률영상계산수단(640)에서 얻은 객체확률영상에서 초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경영역과 구별되는 정도를 나타

내는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정 가능한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대한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계산하여 그 

중에서 최대의 객체검출 성능 지수를 제공하는 빈 해상도 값을 최적화된 빈 해상도로 결정하는 수단(660)을 포함한다

.

이하 도 5의 방법과 도 6의 구성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동영상에서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동작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에서 참조번호 500 단계 내지 540 단계는 첫번째 프레임상에서만 작동한다는 것과 도 1의 참조번호 140의 객체

유효창 갱신단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1의 참조번호 100 단계 내지 150 단계까지의 과정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도 6의 참조번호 600 내지 650까지의 구성 요소들의 기능은 도 2의 참조번호 250의 객체유효창갱신수

단을 제외한 도 2의 참조번호 200 내지 260의 구성 요소와 같다.

다만, 도 2의 히스토그램계산수단(210)과 객체확률영상계산수단(240)에서는 소정의 빈 해상도값 만을 이용하지만, 

도 6의 히스토그램계산수단(610)과 객체확률영상계산수단(640)에서는 지정 가능한 모든 빈 해상도값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도 5, 도 6의 동작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전에 설명된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될 것이다.

참조번호 540의 단계가 완료되면 초기 객체 영역과 함께 새로운 검출 객체 영역이 구해지게 된다. 최적빈해상도결정

수단(660)은 초기 객체 영역과 새로운 검출 객체 영역과의 영역의 일치 정도 및 초기 객체 영역이 객체 탐색창내의 배

경과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계산한다(550 단계).

도 7a는 추적 첫번째 프레임에서 초기 객체 영역과 새로 검출된 객체 영역간의 영역의 일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

면이며, 도 7b는 추적 첫번째 프레임에서 계산된 객체 탐색창 내의 객체확률영상에서 초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

경영역과 구별되는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a 와 도 7b에 표시된 영역(B+C)은 초기 객체 영역을 나타내며, 도 7a에 표시된 영역(A+B)은 새로 검출된 객체 

영역을 나타낸다. 그리고 도 7b에 D로 표시된 영역은 객체영역(A+B)이 아닌 배경영역을 나타내거나 혹은 참조번호 

700으로 표시된 객체 유효창 영역을 제외한 부분일 수도 있다.

추적 첫번째 프레임에서 초기 객체 영역(B+C)과 새로 검출된 객체 영역(A+B)과의 영역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OS

A(Object Segmentation Accuracy)는 다음의 식과 같이 면적의 비율간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학식 6

상기 식에서 Area는 각 영역의 픽셀면적을 나타낸다.

추적 첫번째 프레임에서 계산된 객체 탐색창 내의 객체확률영상에서 초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경영역과 구별되

는 정도를 나타내는 OSP(Object Segmentation Probability)는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수학식 7

H(x,y)는 객체확률영상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객체검출 성능지수 OSC(Object Segmentation Capability)는 다음의 식과 같이 OSA 와 OSP의 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수학식 8

하나의 빈 해상도에 대해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계산한 후에 다른 빈 해상도의 값을 이용해서 참조번호 520 단계 내지

550 단계까지 다시 반복 실행한다. 이런 과정을 지정 가능한 빈 해상도, 예를 들면, 빈 해상도값으로 256, 128, 64, 3

2, 16, 8, 4 의 값들을 차례대로 적용한다.

최적빈해상도결정수단(660)은 상기와 같이 각 빈 해상도에 따라 계산된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비교하여 최대의 객체

검출 성능지수를 제공하는 최적화된 빈 해상도를 결정한다(560 단계).

히스토그램 계산수단(210)은 이 최적화된 빈 해상도값을 사용하여 히스토그 램을 계산하므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

의 객체 추적 성능이 보다 좋아지게 된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칼라 기반의 객체 영역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 때에 필요한 최적 빈 해상도의 히스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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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의 단계들에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고려들을 하였으므로 동영상에서 객체를 실질적으로 보다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

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

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상기의 설명에 포함된 예들은 본 발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도입된 것이며, 

이 예들은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청구범위에 나타

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상기의 각 단계와 각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는 PLD, ASIC과 같은 프로그래밍 소자를 이용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분야에 통상

의 기술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단계들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

의 기 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CD-RW,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HDD, 광 디스크, 광자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

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

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설정하고,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을 새로운 입력 영상

으로 받아들여 상기 새로운 입력 영상에 나타난 상기 추적을 위한 초기 객체 영역과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

체 탐색창을 지정하며, 소정의 빈 해상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히스토그램과 상기 객체 탐

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입력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고, 모델 히스토그램과 입력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객체 탐색창 내

의 영상에 대한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며,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적하려는 프

레임의 초기 객체 영역이 입력된 다음 프레임에서 이동된 새로운 객체 영역을 구하여, 동영상의 객체를 추적하게 되

어, 영화, TV드라마, CF 등의 일반 동영상에 객체 기반의 대화형 부가정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동영상에서 

관심의 객체영역을 연속적으로 신뢰성있게 추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연속적인 객체추적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최적의 칼라 히스토그램 빈 해상도를 결정하게 되

어 보다 정확한 객체검출과 추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객체 유효창의 효율적 갱신과정, 객체영역 검출과정, 모델

히스토그램 갱신과정을 역시 추적과정에 삽입함으로써 객체의 크기변화, 조명변화 하에서도 빠르면서도 강건한 객체

추적과 영역검출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

기 객체 유효창을 지정하고, 소정의 빈(bin) 해상도를 사용하여 상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

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을 새로운 입력 영상으로 받아들여 상

기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 나타나는 상기 추적을 위한 초기 객체 영역의 변형, 이동된 객체 영역과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단계;

(c) 상기 객체 탐색창 내의 영상에 대한 칼라 히스토그램인 입력 칼라 히스토그램을 상기 (a)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단계;

(d)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과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입력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

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는 단계;

(e) 상기 객체 확률 영상과 초기 객체 유효창으로부터 상기 변형, 이동된 객체영역의 객체 유효창을 갱신하여, 추적대

상인 객체의 영역이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에 포함되도록 하는 단계; 및

(f) 상기 (e) 단계에서 최종으로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 내의 상기 (d) 단계에서 얻은 객체확률영상으로부터 소정

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의 새로운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

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g) 상기 (f) 단계에서 검출된 객체 영역에 대한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을 상기 (a)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도

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단계;

(h) 상기 (g)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과 상기 (a) 단계에서 계산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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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상기 (a)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단계; 및

(i) 상기 (h) 단계에서 갱신하여 계산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새로운 검출 객체 영역의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하여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h) 단계를 반복 수행하여 연속적인 동영상 프레임에서 객체를 추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의 객체 탐색창은 객체의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을 감안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특징으

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과 입력 칼라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칼라 히스토그램의 비를 

구하고, 객체 탐색창내의 입력 영상에서의 각 픽셀에서의 칼라 값에 해당하는 칼라 히스토그램의 비를 찾아 다시 그 

픽셀로 역투영(backprojection)하여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e1) 객체확률영상의 각 화소에 대한 값을 이전 객체유효창의 영역내에서 수평, 수직방향으로 누적하여 확률값의 무

게 중심을 계산하여 새로운 객체 유효창을 구하는 단계; 및

(e2) 상기 새로운 객체 유효창이 초기 또는 이전 객체 유효창과의 차이가 소정의 범위보다 크면 새로운 갱신객체 유

효창을 이전 객체유효창으로 다시 설정하고 상기 (e1) 단계를 다시 반복 수행하여 그 차이가 소정의 범위보다 작아질

때까지 객체 유효창을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에서, 객체 확률 영상으로부터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의 새로운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것은, 소정의 문턱치 혹은 복수의 문턱치들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객체 확률 영상을 이치화(binarization)하여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h) 단계에서,

상기 (g)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과 상기 (a) 단계에서 계산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갱신

된 객체 영역의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것은 선형 필터인 회귀성 IIR 필터(recursive IIR filter)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P(j))과 상기 (a) 단계에서 계산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M(j))의 관계는, k가 갱신 속도를 조절

하는 인자로 0에서 1사이의 값일 때에,

M(j) = (1-k) x M(j) + k x P(j)의 관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h) 단계에서,

상기 (g)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과 상기 (a) 단계에서 계산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갱신

된 객체 영역의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것은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사용하여, 동영상의 각 프레임간

의 조명 변화가 1차 또는 2차의 동적인 변화모델로 표현될 때 대응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

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전에

소정의 방법에 따라 칼라 히스토그램의 최적 빈 해상도를 결정하며,

이후의 단계에서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할 때에 상기 결정된 최적 빈 해상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

청구항 11.
동영상에서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bin resolution)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초

기 객체 유효창을 지정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에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객체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단계;

(c) 소정의 빈 해상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히스토그램과 상기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

한 입력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단계;

(d) 상기 모델 히스토그램과 입력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

하는 단계;

(e) 상기 (d)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a) 단계의 프레임에서의 객체 

영역을 다시 검출하는 단계;

(f)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과 (e) 단계에서 얻은 새로운 객체 영역과의 영역의 일치 정도 및 상기 (d

)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확률영상 내에서 초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경 영역과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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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검출 성능지수를 계산하는 단계; 및

(g) 지정 가능한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따라 상기 (c) 단계부터 (f) 단계까지 반복하여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대한 객체검

출 성능지수를 계산하여 최대의 객체검출 성능 지수를 제공하는 빈 해상도 값을 최적화된 빈 해상도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상기 (d)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을 이치화(binarization)하여 상기 (a) 단계에서의 프레임

에서 추척하려는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해 객체 영역을 다시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

를 최적화하는 방법.

청구항 13.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동영상이 입력되는 영상입력수단;

동영상 프레임 중에 지정된 영역내의 영상에 대해 소정의 빈(bin) 해상도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수단;

상기 영상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된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설정하는 수단;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을 상기 영상입력수단을 통해 새로운 입력 영상으로 받아들여 

상기 새로운 입력 영상에 나타난 상기 추적을 위한 객체 영역의 변형, 이동된 객체 영역과 상기 설정된 초기 객체 유

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수단;

상기 히스토그램계산수단을 이용해서 계산된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모델 히스토그램과 객체 탐

색창 내의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입력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는 수

단;

상기 추적되는 객체가 갱신된 객체 유효창에 포함되도록 상기 객체 확률 영상과 초기 객체 유효창으로부터 상기 변형

, 이동된 객체영역의 객체 유효창을 갱신하는 수단; 및

상기 객체 유효창갱신수단에서 최종으로 갱신된 객체 유효창 내의 상기 객체확률영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이용하

여 새로운 입력 영상 프레임에서 새로운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

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탐색창 지정 수단은, 추적하려는 객체의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을 감안하여 객체 탐색창

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확률 영상 계산 수단은,

상기 초기 객체 유효창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모델 히스토그램과 객체 탐색창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입력 히스토그램

으로부터 칼라 히스토그램의 비를 구하고, 객체 탐색창내의 입력 영상에서의 각 픽셀에서의 칼라 값에 해당하는 칼라

히스토그램의 비를 찾아 다시 그 픽셀로 역투영(backprojection)하여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수단은,

소정의 단수 혹은 복수의 문턱치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객체 확률 영상을 이치화(binarization)하여 객체 영역을 검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되는 동영상의 시작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과 초기 객체 영역

을 포함하는 객체탐색창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고, 객체확률영상으로부터 객체영역을 검출하여, 상기 초기 객체 

영역과 검출된 객체 영역간의 영역의 일치 정도 및 상기 객체 확률 영상에서의 초기 객체 영역과 주변 배경 영역간의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객체검출 성능지수가 최대로 되는 히스토그램의 최적 빈 해상도를 결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히스토그램계산수단은 상기 결정된 최적 빈 해상도에 따라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장치.

청구항 18.
동영상에서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bin resolution)를 최적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동영상이 입력되는 영상입력수단;

동영상 프레임 중에 지정된 영역에 대해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수단;

상기 영상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된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초기 객체 유효창을 설정하는 수단;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에 상기 설정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수단;

상기 히스토그램계산수단을 이용해서 계산된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모델 히스토그램과 객체 탐

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입력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 내 영상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

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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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을 이치화(binarization)하여 상기 처음 프레임 에서 추척하려는 객체 영역을 다시 검출하

는 수단;

상기 초기 객체 영역과 객체영역을 다시 검출하는 수단에서 얻은 객체 영역과의 영역의 일치 정도 및 상기 객체확률

영상계산수단에서 얻은 객체확률영상에서 초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경 영역과 구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객체검

출 성능지수를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객체검출성능지수결정수단이 지정 가능한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대한 객체검출 성능지수를 계산하여, 그 중에서 

최대의 객체검출 성능 지수를 제공하는 빈 해상도 값을 최적화된 빈 해상도로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장치.

청구항 19.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을 기록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

서,

(a) 상기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영역을 포함하는 초

기 객체 유효창을 지정하고, 소정의 빈(bin) 해상도를 사용하여 상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계산

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을 새로운 입력 영상으로 받아들여 상

기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 나타나는 상기 추적을 위한 초기 객체 영역의 변형, 이동된 객체 영역과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단계;

(c) 상기 객체 탐색창 내의 영상에 대한 칼라 히스토그램인 입력 칼라 히스토그램을 상기 (a)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단계;

(d)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과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입력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

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의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하는 단계;

(e) 상기 객체 확률 영상과 초기 객체 유효창으로부터 상기 변형, 이동된 객체영역의 객체 유효창을 갱신하여, 추적대

상인 객체의 영역이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에 포함되도록 하는 단계; 및

(f) 상기 (e) 단계에서 최종으로 갱신된 새로운 객체 유효창 내의 상기 (d) 단계에서 얻은 객체확률영상으로부터 소정

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력 영상에서의 새로운 객체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

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을 기록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g) 상기 (f) 단계에서 검출된 객체 영역에 대한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을 상기 (a)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도

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단계;

(h) 상기 (g)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칼라 히스토그램과 상기 (a) 단계에서 계산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갱신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상기 (a) 단계에서 사용된 소정의 빈 해상도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단계; 및

(i) 상기 (h) 단계에서 갱신하여 계산된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을 새로운 검 출 객체 영역의 모델 칼라 히스토그램으로 

하여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h) 단계를 반복 수행하여 연속적인 동영상 프레임에서 객체를 추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에서 칼라 기반의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을 기록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1.
동영상에서 강건한 객체추적을 위한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bin resolution)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기록한 컴퓨

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a) 상기 동영상의 한 프레임에서 추적하기를 원하는 초기 객체 영역을 지정하고, 상기 초기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초

기 객체 유효창을 지정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객체 영역을 포함하는 프레임에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객체유효창을 포함하는 

객체 탐색창을 지정하는 단계;

(c) 소정의 빈 해상도 값에 대응하는 상기 초기 객체 영역에 대한 모델 히스토그램과 상기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

한 입력 히스토그램을 계산하는 단계;

(d) 상기 모델 히스토그램과 입력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객체 탐색창내의 영상에 대한 객체 확률 영상을 계산

하는 단계;

(e) 상기 (d)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 확률 영상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a) 단계의 프레임에서 객체 영

역을 다시 검출하는 단계;

(f) 상기 (a) 단계에서 지정된 초기 객체 영역과 (e) 단계에서 얻은 새로운 객체 영역과의 영역의 일치 정도 및 상기 (d

) 단계에서 계산된 객체확률영상 내에 서 초기 객체 영역이 인접하는 배경 영역과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객

체검출 성능지수를 계산하는 단계; 및

(g) 지정 가능한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따라 상기 (c) 단계부터 (f) 단계까지 반복하여 모든 빈 해상도 값에 대한 객체검

출 성능지수를 계산하여 최대의 객체검출 성능 지수를 제공하는 빈 해상도 값을 최적화된 빈 해상도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히스토그램의 빈 해상도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기록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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