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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CAM shift알고리즘과 8방향 탐색 위도우를 결합하여 객체의 추적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과 추적에 

이용되는 프레임의 수를 줄여 연산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CAM shift는 대표적인 색상을 이용한 추적 방법이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적 대상을 놓쳐버린 시점에서 마

지막으로 추적에 성공한 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8방향 탐색을 실시하여 객체를 찾아 낸 후 CAM shift의 탐색 윈도

우를 이동시켜 기존의 CAM shift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고속 이동 물체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게 되

었다. 또한 하드웨어의 발달로 초당 생산되어지는 프레임의 수가 증가하여 불필요한 연산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줄이기 위해 추적에 이용되는 프레임의 수를 줄여 연산을 줄여 이 전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methods to improve object tracking performance by combining CAM shift algorithm 
with 8-way search window, and reduce arithmetic oper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frame used for tracking. CAM 
shift has its adverse effect in tracking methods using signature color or having difficulty in tracking rapidly moving 
object. To resolve this, moving search window of CAM shift makes it possible to more accurately track high-speed 
moving object after finding object by conducting 8-way search by using information at a final successful timing point 
from a timing point missing tracking object. Moreover, hardware development led to increased unnecessary arithmetic 
oper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frame produced per second, which indicates efficiency can be enhanced by 
reducing the number of frame used in tracking to reduce unnecessary arithmetic operation.

키워드 : 추적, 탐색, 캠 쉬프트, 탐색 윈도우

Key word : Tracking, Search, CAM shift, Search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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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의 디지털화 이후 동영상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

대 되었으며, 특정 객체에 대한 추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적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적용되고 있

으며 대표적으로, 위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 군용화기

의 대상 추적, 도심지 내에서의 차량 추적 등 여러 분야

에서 목표물에 대한 추적의 요구량이 증대됨에 따라 추

적 기법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적기법 들은 카메라, 센서 등 영상 기기의 발달로 

색상, 모양 , 크기, 온도 등 다양한 정보를 영상에서 획

득하여 객체를 검출하고 추적해 나간다.
색상 정보를 이용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Mean shift와 

CAM shift 알고리즘 등이 있다. 특히 CAM shift는 영상 

내 색상 확률 분포를 통해 객체를 탐색하고, 영상 모멘

트를 통해 탐색 윈도우를 재설정하여 지속적인 추적을 

하는 기법으로 최근까지도 색상 기반 연구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느리게 움직이는 객체의 위치를 추

적할 때 유용하지만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 유추하는 

과정과 탐색 윈도우 내의 모든 요소에 대한 연산으로 

연산속도가 객체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1-3].
본 논문에서는 연산량의 감소를 위해 프레임 별 간격

을 조절함과 동시에 CAM shift를 사용하면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8방향 탐색 윈

도우를 이용 하였다.
2장에서는 Mean shift의 발전형인 CAM shift의 특징

과 관련연구, 프레임의 간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얻

는 이익에 대해서  소개한다. 3장에서는 8방향 탐색윈

도우에 대해 설명하고, 8방향 탐색 윈도우를 CAM shift
에 적용할 방법에 대해 설명 하며, 4장에서는 8방향 탐

색 윈도우를 적용한 CAM shift의 추적성능을 테스트 

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CAM shift

고정된 탐색 윈도우를 갖는 Mean shift는 추적이 지

속되는 동안 객체의 크기가 변화하여 초기의 크기보다 

작아지게 되면 탐색윈도우 내에서 추적 객체의 색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배경색이 탐색 윈도우 내의 

주 영역이 되어 추적하는 객체를 추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이 CAM shift이다. CAM 

shift알고리즘은 1998년 GR Gradski에 의해 처음 소개

가 되었다[4]. 연속되는 영상에서 추적하는 객체의 크기

에 따라 탐색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며 추적해 나아가

는 것이 특징으로 탐색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여 객체

의 비틀림이나 크기 변화에도 추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의 프레임에서 탐색 윈도우 내 x, y의 색상값을 

라 하면 초기 상태의 모멘트(Zeroth moment)를 

구할 수가 있고 이는 식 (1)로 얻을 수 있다. 

 




                     (1)

x와 y에 대한 첫 번째 모멘트는 식 (2), (3)로 얻는다.

 




                  (2)

 




                  (3)

x와 y의 첫 번째 모멘트를 이용하여 탐색 윈도우 내의 

중심와 를 구할 수 있고, 이는 식 (4), (5)와 같다.

 


                               (4)

 


                               (5)

Meanshift는 고정 분포를 갖도록 설계 되어 있다. 하
지만 CAMshift는 동적 분포를 가지고 있어 탐색 윈도

우의 크기를 능동적으로 바꾸도록 설계 되어있다. 
위의 Meanshift의 출력 결과는 CAMshift의 입력 결

과로 사용이 되어 질 수 있다. 다음의 식 (6), (7)을 이용

하여 두 번째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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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진 두 번째 모멘트를 이용하여 다음 식 (8),(9), 
(10)을 계산 할 수 있다.

 


 

                             (8)

  


                      (9)

 


 

                           (10)

위의 식 (8), (9), (10)을 이용하여 탐색 윈도우의 너비

(l)와 길이(h)를 구할 수 있고 그 식은 다음 식 (11), (12)
와 같다.

  




 
           (11)

  




 
           (12)

탐색 윈도우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영역에 대한 2차원 색상 분포에서 픽셀의 최대값은 255
이므로, 탐색 윈도우의 사이즈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3)

식 (13)을 이용할 경우 탐색 윈도우의 가로와 세로축

의 크기가 같은 크기로 구해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식(11), (12)의 공식을 이용하여 크기를 구하였다.

2.1. CAM shift의 문제점

CAM shift는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 할 수 없어 추적할 

객체를 포함한 탐색 윈도우의 크기와 위치를 지정해 주

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색상 값을 이용한 추적을 하기 때

문에 탐색 영역 내의 배경이 객체의 색상과 비슷할 경

우 탐색 윈도우가 대상을 추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탐색 윈도우를 벗어

나는 대상의 경우 추적을 지속 할 수 가 없다[5].

그림 2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놓쳐 버린 이 후 

배경을 추적해야 할 객체로 인식해 버린 탐색 윈도우의 

모습이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 추적

할 값을 지정하거나 사용자가 상황에 맞추어 직접 지정

해 주는 방법이 존재한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색상을 제외한 다른 특징 값을 

이용하는 추적 방법과의 연계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
세 번째 문제의 경우 최종 탐색 성공 위치의 주변을 

탐색하여 추적 객체를 다시 찾아내어 CAM shift의 탐

색 윈도우를 재설정 해주는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그림 1. CAM shift가 지역 최대점에 빠지는 예

Fig. 1 Example of CAM shift's local maximum

그림 1은 비슷한 배경 색에서 추적해야할 객체와 배

경을 구분해 내지 못한 예시 영상 이다.

그림 2. 객체의 급격한 이동 예

Fig. 2 Example of rapid movement

2.2. CAM shift 관련 연구

CAM shift만을 이용해서는 강력한 추적 성능을 구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 중 

CAM shift가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이용한 연구들과 

접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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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칼만 필터를 적용한 CAM shift 모델

칼만 필터는 효율적인 무한 임펄스 응답 필터로서, 
가우시안 잡음을 가진 선형 동적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예측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동작 예측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법 중 하나다.
CAM shift알고리즘과 칼만 필터는 각각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CAM shift알고리즘은 객체를 추적하기 위

해 탐색 윈도우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설정되는 탐

색 윈도우는 이전에 추적하던 객체의 위치를 기반으로 

단순이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확대한 것으로 이 탐색 

윈도우를 기반으로 다음 객체에 대해 CAM shift를 적

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위치에서 급격한 속도로 

벗어나는 물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 반면 칼

만 필터는 객체의 다음 상태를 예측 할 수 있지만, 상태 

예측을 위한 값을 칼만 필터가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는

다. 칼만 필터는 이 측정값을 얻어야만 칼만 필터의 요

소들이 갱신되므로 현재 객체에 대한 측정 정보의 계산

이 항상 필요하다.
위 두 가지 알고리즘은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를 보완 

할 수 있다. CAM shift의 경우 탐색 윈도우 설정 시 칼

만 필터를 이용한 예측 값을 이용하여 창의 위치를 결

정 할 수 있고, 칼만 필터의 경우 CAM shift에서 구한 

추적 객체의 중심 값을 측정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6-8].

2.2.2. Depth정보와 SURF알고리즘의 융합 모델

일반적으로 SIFT계열의 알고리즘 방식은 빠른 속도

로 움직이는 대상을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SIFT계열의 

속도 부분을 개선시킨 알고리즘이 SURF알고리즘이다. 
다만 속도 부분을 개선하여 추출 능력은 SIFT알고리즘 

계열 보다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다.  
컬러영상에서 Mean shift와 CAM shift의 사용은 조

명과 같은 잡음으로 객체 추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키넥트의 Depth정보를 이용

하여 Depth정보가 변화하는 경계선 부분에서 객체를 

가우시안 혼합 모델링을 사용하여 분리해내고 분리된 

객체의 영역을 관심영역으로 정한 후 SURF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 점을 추출하고 이런 특징 점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만들고 CAM shift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적한

다[9].

2.2.3.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계층적 모델

파티클 필터에 계층적 모델을 적용한 방법을 제안하

였고, 첫 번째 단계에서 컬러의 특징과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특징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단계

에서 Haar-like 특징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SIFT방식

을 사용하여 목표 객체를 추적 하였다. 비슷한 방법으

로 목표의 가려짐이나 추적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티클 

필터를 사용하고, Mean shift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객체

의 위치를 추정하였다[10,11].

2.3. CAM shift의 프레임 간격 조절

최근의 영상 관측 기기 들이 만들어 내는 초당 프레

임의 수는 과거의 기기들과는 비교 할 수 없이 증가 하

였다. 추적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연산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M shift
의 추적에 사용되는 연산양의 감소를 위해 프레임의 간

격을 조절해서 CAM shift를 적용하였다. 

표 1. CAM shift의 프레임별 연산양과 추적율

Table. 1 CAM shift's tracking rate and computation rate, 
per frame

연산양(단위 : %) 추적율(단위 : %)

1프레임 100 90

2프레임 50 80

3프레임 33 60

4프레임 25 20

표 1은 서로 다른 10개의 영상에서의 프레임 간격별 

추적율과 연산양이다. 
최초 1프레임간격의 경우 일반적인 CAM shift로 고

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할 수 없었다. 이후 2프레

임에서 4프레임으로 프레임 간격을 늘려가며 실험을 진

행하였다. 4프레임 간격의 경우 저속으로 느리게 이동

하는 물체는 추적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속도로 움

직이는 물체는 추적 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2프레임 간격으로 프레임을 

조절하였다. 표 1의 연산양은 단순 계산으로 다음 식

(14)와 같이 계산한다.

연산량 전체프레임의계산양
계산해야할프레임의계산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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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8방향 탐색 윈도우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8방향 탐색 윈도우를  

제안한다. 기존의 방향 탐색 윈도우 들은 지정된 위치

에서 설정된 방향으로 객체를 탐색해 간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고속으로 이동하여 CAM shift가 놓쳐버린 

객체에 대하여 8방향 탐색을 통해 CAM shift가 지속적

으로 대상을 추적해 갈 수 있도록 한다.
기존까지의 CAM shift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은  

추적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 영상의 다음 프레임에서 

객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갑작스런 진행방향의 변화

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다음 대상의 이동 방향을 예

상하여 CAM shift를 이동시키는 방법의 경우 한 방향

으로 이동하는 추적 객체에 대해 등가속도 운동 혹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예측이 용이 하다. 하지만 추

적하는 대상이 동물이나 사람일 경우 갑작스레 방향을 

전환하여 이동하는 경우 대상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8방향 탐색 윈도우는 대상이 갑작스런 이동 

속도의 변화와 이동 방향의 전환 시에 CAM shift가 대

상을 놓치게 되는 경우 CAM shift보다 넓은 영역에서 

대상 객체를 탐색하고 CAM shift의 탐색 윈도우를 탐

색된 객체의 위치로 이동시켜 객체를 추적한다.
8방향 탐색 윈도우는 그림 3과 같으며, 8방향 탐색 

윈도우의 중심을 추적에 성공한 마지막 중심의 위치로 

이동시킨 후 마지막 성공 위치의 평균을 구해 마지막 

성공 위치에서 8방향으로 8방향 탐색 윈도우를 이동 

시켜 각각의 평균값을 구한다. 8방향에서 구한 각각의 

평균값과 마지막 성공 위치의 평균값의 차에 절대 값

을 취한 값 중 제일 작은 값이 객체의 위치이다.

1 0 0 0 1 0 0 0 1
0 1 0 0 1 0 0 1 0
0 0 1 0 1 0 1 0 0
0 0 0 1 1 1 0 0 0
1 1 1 1 1 1 1 1 1
0 0 0 1 1 1 0 0 0
0 0 1 0 1 0 1 0 0
0 1 0 0 1 0 0 1 0
1 0 0 0 1 0 0 0 1

그림 3. 8방향 탐색 윈도우

Fig. 3 8-way search window

객체의 위치를 확인한 후 CAM shift의 탐색 윈도우

를 마지막 성공했을 때의 윈도우 사이즈로 조절한 후 8
방향 탐색 윈도우를 이용해서 구해낸 위치로 이동 후 

추적을 재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계값으로 이전의 

윈도우 사이즈보다 60%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었을 경

우 추적을 실패 했다고 상정 하였다. 다음 그림 4는 8방
향 탐색 윈도우의 객체 재 추적 의사 코드이다.

Input   

Process

`  ∼
 (  )
∼ =
(   ±)

 
min ∼  

Output
 



그림 4. 8방향 탐색 윈도우의 객체 재 추적 의사코드

Fig. 4 Pseudocode of 8-way search

T1 T1+△t

T1+2△t T1+3△t

그림 5. 8방향 탐색 윈도우를 이용한 객체 재 추적

Fig. 5 Object research using 8-way search

알고리즘의 진행 순서는 그림 5의 T1과 같이 초기에

는 CAM shift만을 반복하며 객체를 추적한다. 추적 중 

T1+△t 상태처럼 급격히 객체가 이동한 경우 CAM 
shift의 탐색 윈도우는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고 지역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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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 3 frame : 5 frame : 7 frame : 9

frame : 11 frame : 13 frame : 15 frame : 17

그림 6. 이동 객체 추적 실험 영상

Fig. 6 movement object tracking experimental image

대 점에 자리를 잡게 된다. 
T1+△t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중심 

값을 이용하여 다음 중심의 위치를 예측하거나 해당하

는 객체를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정지 상태에서 급격

한 이동을 통해 탐색 윈도우 밖으로 이동하여 버린 객

체를 추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랜 시간 정지 상

태에 있는 객체의 경우 정지 상태가 다음 객체의 이동 

상태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놓쳐버린 객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T1+2△t처럼 마

지막에 성공한 추적의 중심에서 8방향 탐색 윈도우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계산 한 후 8방향으로 객체를 탐색

한다.  T1+3△처럼 탐색된 객체의 위치로 CAM shift의 

중심점을 옮기고, CAM shift의 탐색 윈도우를 마지막 

추적시의 탐색 윈도우의 크기로 설정 한 후 다시 CAM 
shift를 이용하여 추적을 재개한다.

Ⅳ. 실험 결과

동일한 영상에 대한 CAM shift와 프레임의 간격을 

조절한 CAM shift의 객체 추적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

였다. 그림 13는 추적에 사용한 영상으로 손바닥 위에 

붉은 색의 큐브를 올려놓고 큐브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영상은 1920 * 1080이며 

MATLAB 2010A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했다.

그림 6은 10개의 실험영상중 하나이고, 그림 6은 그

림 6의 영상을 이용한 일반적인 CAM shift의 객체 추적

이다. 매 프레임 마다 추적을 시행하는 동안 찍힌 중심

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는 제안하는 방법

대로 그림 5의 영상을 2프레임 간격으로 CAM shift의 

추적 간격을 늘려 객체를 추적하였다. 그림 6의 영상을 

이용하여 그림 7, 8과 같이 CAM shift의 추적 범위를 멀

리 벗어나지 않는 객체에 대한 추적은 문제가 없음을 확

인 했다. 대부분의 영상에서도 2프레임 간격의 CAM 
shift를 이용해서 추적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시행하여 

보았고, 이것의 결과는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프레

임 간격에서 객체의 이동 거리가 멀어 추적 객체가 탐색

윈도우 영역 밖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고속이동물체

를 추적하는 경우처럼 객체를 놓치게 되었다.  
다음 그림 10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객체에 대한 8방

향 탐색 윈도우의 적용 결과 이고, 그림 9는 해당 영상

의 프레임별 객체의 위치이다. 실험 영상은 손 위에 추

적대상인 큐브를 올려놓고 빠른 속도로 손을 앞으로 

이동시켜 일반적인 CAM shift가 추적을 지속하지 못

하는 영상이다. 추적 시작 이후 8프레임까지는 문제없

이 대상을 추적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객체의 이동속도가 빨라진 10프레임부터객체를 놓치

게 되었다. 하지만 8방향 탐색 윈도우를 적용할 경우 

탐색 영역 밖에 있는 객체를 찾아 12프레임에서 추적

을 재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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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 3 frame : 5 frame : 7 frame : 9

frame : 11 frame : 13 frame : 15 frame : 17

그림 9. 고속 이동 객체 추적 실험 영상

Fig. 9 High speed movement object tracking experimental video image

그림 7. 일반적인 CAM shift의 중심점

Fig. 7 General CAM shift's center
    

그림  8.  2프레임 간격의 CAM shfit의 중심점의 좌표

Fig. 8 Center of the two-frame interval CAM shift

frame :　8 frame :　10 frame :　12

그림 10. 고속 이동 객체 추적

Fig. 10 High speed object tracking‘

실험 중 8방향 탐색 윈도우를 적용하여도 찾을 수 없

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는 8방향 탐색 윈도우의 탐색 

영역 이상으로 객체가 이동해 버린 경우 객체를 추적할 

수 없었다. 표 2는 일정속도 이상으로 움직이는 영상에 

대한 CAM shift와 8방향 탐색 윈도우를 적용시킨 

CAM shift의 추적 성공률의 비교이다.

표 2. CAM shift와 8방향 탐색 윈도우가 적용된 CAM shift
의 고속 이동 객체 추적 성공률

Table. 2 The success rate of CAM shift and CAM shift 
applied 8-way search

CAM shift 8방향 탐색 윈도우
CAM shift

성공률
(단위 : %) 5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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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 shift가 추적에 실패하여 객체를 놓치게 되었

을 때 8방향 탐색 윈도우의 탐색 영역 내에 추적 객체가 

존재할 경우 추적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림 11
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객체에 대해 제시하는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병합한 것으로 1프레임 간격의 CAM shift, 
2프레임 간격의 CAM shift, 1프레임 간격의 8방향 탐색 

윈도우가 병합된 CAM shift 그리고 2프레임 간격의 8
방향 탐색 윈도우가 병합된 CAM shift이다.

첫 번째로 CAM shift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 대로, 1
프레임 간격 CAM shift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객체에 

대해 점차 가속이 붙어 빠르게 움직이는 객체를 놓치

게 되었다. 두 번째로 CAM shift가 추적하지 못한 대상

에 대해서는 2프레임 간격으로 추적을 시행해도 추적

을 실시 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1프레임 간격의 CAM 
shift에 8방향 탐색 윈도우를 병합한 경우 추적 중간 객

체를 놓치게 되었지만 객체를 다시 찾아 추적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프레임 간격으로 

객체의 추적 간격을 늘려 준 경우 추적 객체를 놓쳤지

만 8방향 탐색 윈도우를 이용하여 객체를 재 추적 할 

수 있었다.

1프레임 간격 CAM shift 2프레임 간격 CAM shift

1프레임 간격 CAM shift와
8방향 탐색 윈도우의 병합

2프레임 간격 CAM shift와 

8방향 탐색 윈도우의 병합

그림 11. 일반적인 CAM shift와 8방향 탐색 윈도우의 병합

Fig. 11 Merge of general CAM shift and 8-way search

Ⅴ. 결  론

CAM shift 알고리즘은 객체의 위치를 추적할 때 탐

색 윈도우 내의 모든 요소들을 연산함으로써 계산 비용

이 증가되고 빠르게 이동하는 객체 추적을 놓치는 문제

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CAM shift 

알고리즘과 방향 탐색 윈도우의 병합을 제안하였다. 
CAM shift 연산량 감소를 위해 프레임의 수를 줄이고

자 간격을 두어 프레임을 선택하였으며, 적은 프레임 

수의 연산으로 객체 추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느리게 움직이는 객체를 추적할 때는 추적 

성능이 보장되고 계산비용이 감소되었으나 고속으로 

움직이는 객체의 경우에는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객

체를 놓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놓쳐 버린 객

체를 탐색하기 위해 CAM shift의 탐색 윈도우로부터 8
방향으로 연산하여 객체가 움직인 위치를 찾아내는 방

법으로 CAM shift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이동 객체 추적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이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결과로 보여주었고, 대내외

적인 영상 실험으로 실시간 추적 시스템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객체나 영상에서 사라

졌다 다시 등장하는 객체의 경우와 같이 탐색 영역 밖

으로 나가는 객체 추적의 경우 추적 실패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은 영상 프레임 간

격에 따른 CAM shift 방법의 적용에 있어 영상 내의 추

적 객체의 특징을 이용한 중요 프레임만을 선택하여 

연산하는 방법과 객체의 이동 속도를 고려한 프레임의 

선택, 그리고 8방향 탐색 윈도우를 벗어나 고속으로 움

직이는 객체에 대한 추적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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