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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계에는 다양한 생물체들이 군집을 형성하며 각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 생물체들의 무리에서 발생하는 집합 인 습성을 스웜 지

능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웜 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물체 추  방법을 제안한다. 추 하고자 하는 

물체의 역에 에이 트의 역할을 하는 티클을 랜덤하게 생성하여 스웜을 형성하고 티클의 다섯 

가지 움직임 법칙을 정의한다. 실험은 320x240 크기의 동 상에서 물체를 추 하 고, 기존의 추  방

법인 Mean-Shift 보다 효과 이고 정확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1. 서론

   자연계에는 다양한 생물체들이 군집을 형성하여 

서식환경이나 주변의 향에 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벌떼나 개미떼들은 수천 년 부터 인류에게 

흥미의 상이자 연구의 상이 되어 왔다. 이들은 

무엇에 의해 통제되고 리가 되는지,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지 등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

어 왔다. 이들 떼(swarm) 안에 있는 개개의 개미나 

벌들은 자신만의 용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

임에도 불구하고 체 으로는 놀랍게 조직화

(Organized) 되어 있다. 이들 개별 행동들의 조화로

운 통합은 로부터의 어떠한 통제도 요구하지 않으

며 실제로 이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들이 자기 

조직 인(Self Organized) 동구조를 지녔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들 개별체들의 상호 계는 매우 단

순한 형태를 지니지만 이러한 계들의 모임이 복잡

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군집의 형태와 습성을 악하여 

컴퓨터비  분야에서 실용 으로 응용되는 물체 추

(tracking)[1][2]에 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스웜 

지능에 해 개략 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스웜의 구조를 모델링하고, 4장에

서는 티클들의 움직임의 법칙을 기술한다. 5장에

서는 4장에서 제안한 개념에 기 하여 실제 추 에 

용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종합 인 논의와 함께 결론  추후 과제를 제시

한다.

2. 스웜 지능(Swarm Intelligence)

   그림 1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체들

의 군집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a)는 편  

비행을 하는 철새들의 무리이다. 철새들이 편  비

행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편  비행

을 함으로써 천 (매, 독수리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

다 안 하게 목 지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둘째, 단

독 비행보다 에 지를 게 소모하며 날 수 있다. 

셋째로, 각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

하게 한다. 그림 1 (b)는 개미집단이며 마찬가지로 

무리가 상호 계를 유지하면서 자연계에서 생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인 생물체들의 무리에서 발생한 

집합 인 습성을 Swarm Intelligence(군 지능)[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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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린다. 스웜 지능을 응용한 표 인 알고리즘

으로는 Ant Colony Optimization(ACO)[4][5] 알고리

즘과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6] 알고리

즘이 있다.

 

          (a)                      (b)

(그림 1)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체들의 군집 : (a) 

새떼(bird flocking), (b) 개미 집단(ant colony)

3. 스웜의 구조

   벌이나 개미들을 하나의 티클로 정의하고 각각

의 티클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웜을 형성하게 된

다. 스웜의 구조는 심과 속도로 정의하고, 이들을 

통하여 스웜을 통제할 수 있다. 스웜의 심은 식 

(1)에 의해 구해진다.

 

 

 




 

 



여기서 Pcf=min(sim(n,m))는 재 픽셀(n)과 인  

픽셀(m)과의 최소 유사도를 측정하게 되고 유사도

는   컬러 공간에서 유클리디언 거리

(sim(n,m)=


  

)로 측정 한다. 그리고 는 티

클의 체 개수이며, 는 티클의 치이다.

  스웜의 속도는 식 (2)에 의해서 구해진다.

 

 

 




 

 



여기서   는 티클의 속도이다.

4. 티클 움직임 법칙

   스웜의 움직임은 각 티클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다섯 가지 법칙들을 나타내는 벡터에 의해서 움직임

을 정의한다. 첫 번째 법칙은 컬러(Color)를 표현하

는  벡터이다. 초기에 지정된 각 파티클들은 현

재의 픽셀과 이웃 픽셀들과의 컬러의 유사도

(similarity)를 분석하여  벡터를 식 (3)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파티클의 위치이다.

  두 번째 법칙은 그룹핑(Gropuing : ) 벡터이다. 

각각의 파티클들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흩어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벡터를 생성

하게 된다. 그룹핑 벡터의 표현은 스웜의 센터에서 

파티클 벡터의 차를 정규화하는 벡터로서 표현 되고 

식 (4)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식 (1)에서의 스웜의 중심이다.

  세 번째 법칙은 정렬(Alignment : ) 벡터이다. 

 벡터는 각 파티클들이 초기의 스웜의 형태를 벗

어나지 않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식 (5)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식 (2)에서의 스웜의 속도이다.

  네 번째 법칙은 방향(Orientation : ) 벡터이다. 

 벡터는 각 파티클들의 방향성을 조사하여 전체 

파티클에 대한 주 방향성(principal orientation)[9]

을 고려한 벡터이다. 그림 2 (c)는 주 방향성 벡터

를 나타내고 있다.

       (a)              (b)             (c)

(그림 2) 주 방향성 조사 : (a) 티클들의 방향, (b)

방향 히스토그램(orientation histogram), (c) 주 방

향성 벡터

  다섯 번째 법칙은 추정(Prediction : ) 벡터이

다.  벡터는 각각의 파티클들과 인접 픽셀과의 

상호작용의 반복을 통하여 다음 상태로의 이동을 정

의하고 식(6)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측된 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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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각 티클들은 다섯 가지 움직임 벡터에 의

해 계산된 속도 벡터와 이  시간에서의 티클의 

속도에 각각에 가 치를 곱한 벡터의 합의 의해서 

다음 단계에서의 움직임을 결정하게 되고, 식 (7)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  는 각 벡터의 가중치이며 실

험값으로 정의하고, 는 이전 파티클들의 속도이

다.

  그림 3은 스웜의 구조와 다섯 가지 파티클 움직

임 법칙에 따른 벡터를 보여주고 있다.

             (a)                      (b)

(그림 3) 스웜의 구조와 움직임 벡터 : (a) 스웜

(swarm)과 티클(particle), (b) 하나의 티클에 생

성된 다섯 가지 움직임 벡터

5. 실험  결과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 확인하기 

위하여, 320×240 크기의 영상 시퀀스 50장을 사용

하여 추적 실험을 하였다. 실험의 절차는 초기 영상

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물체에 사각영역을 지정하여 

30개의 랜덤한 파티클을 생성하여 물체를 추적하였

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손 영역과 얼굴 영역을 

추적한 결과이다.

 

           (a)                    (b)

 

           (c)                    (d)

(그림 4) 손 역 추  : (a) 기 상, (b) 추 역

설정, (c) 랜덤한 티클 생성, (d) 추 된 상

 

           (a)                    (b)

 

           (c)                    (d)

(그림 5) 얼굴 영역 추적 : (a) 초기 영상, (b) 추적 

영역 설정, (c) 랜덤한 파티클 생성, (d) 추적된 영

상

  세 번째 실험은 손 역을 추 하면서 얼굴과 오

클루젼이 발생하는 상을 실험하 다. 기존의 추  

알고리즘인 Mean Shift[7][8]는 오클루젼이 발생하

을 때 국부  결정(local solution)에 의해서 정확

한 추 을 못한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

즘은 몇몇의 티클들이 국부 인 결정을 내리더라

도 다른 티클을 종합하여 체 인 결정(global 

solution)을 내리기 때문에 보다 강건한 추  결과를 

보 다. 그림 6은 손 역에 오클루젼이 발생하 을 

때 추 한 결과이다.

 

           (a)                    (b)

 

           (c)                    (d)

(그림 6) 손(Occlusion) 역 추  : (a) 추  역 설

정, (b) 랜덤한 티클 생성, (c) 36 임 상, (d) 

추 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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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기존의 추  알고리즘인 Mean Shift와 성능 비교를 

하 다. 그림 7은 실제 물체의 심을 기 으로 제

안된 알고리즘과 Mean Shift로 얻어진 심과의 유

클리디언 거리를 비교한 결과이며, 표 1은 체 

임에 하여 실제 심 좌표와 추 된 심 좌표

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a)

(b)

(c)

(그림 7) 매 프레임에서의 중심과의 거리 비교 : (a) 

손 영역, (b) 얼굴 영역, (c) 손(Occlusion) 영역

 역

체 

임

Mean Shift 제안된 방법

일치된
임수

정확도
(%)

일치된
임수

정확도
(%)

손 50 43 86 44 88

얼굴 50 45 90 46 92

Occlusion 50 44 88 45 90

 체 150 132 88 135 90

<표 1> 전체프레임에 대한 정확도 비교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웜 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물체 

추  방법을 제안하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스웜의 

형태를 분석하고, 티클의 움직임의 법칙을 정의하

으며 실제 상에 용한 결과 기존의 추  알고

리즘 보다 안정된 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

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실시간 추  시스템에 용

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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