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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포츠 중계를 하는 방송사들은 시청자들
의 빠른 이해와 효과적인 해설을 위해 다양한 스
포츠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특히, 야구 중계에서
는 투수가 던지는 공의 궤적, 초속, 종속 등을 통
해 구종을 예측하거나[1][2][3], 투구 자세의 분석
[4], 타구의 궤적 등 야구공을 이용한 분석 기술
이 주를 이루어왔다. 

최근에 들어서 타자의 배트 스윙속도, 타격자
세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하
지만 타자가 휘두르는 배트를 통한 분석기술은 

아직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배트의 추적방법을 이용, 발전시킨다면 타자의 
스윙여부, 스윙 메커니즘 등 타자의 기록과 관련
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대부분의 분석 기술들은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중계화면을 이용한 제안 방
법은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연구에 활용된 관련 알고리
즘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하고, 4장에서의 결론으로 마무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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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AMshift와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기존 방송사가 제공하는 야구 중계 화면에서 타자
가 스윙하는 배트를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타자가 스윙을 하는 동안 배트는 빠른 속도로 위치
가 변하고, 모양 또한 계속 변하며 회전한다. 이러한 이유로, 배트의 invariant로 색상정보를 이용하
기 위해 탐색윈도우의 크기를 스스로 조정하는 CAMshift를 적용한다. 색상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경에 배트와 비슷한 색의 객체가 존재하면 추적에 방해가 되므로 탐색범위를 MHI(Motion History 
Image)를 이용하여 Motion detection되는 범위로 좁힌다. 칼만필터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탐색윈도우
의 크기 변화를 제한하고 보다 높은 추적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색상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명에 의한 색상변화에 한계가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proposes bat tracking in baseball broadcasting using CAMshift and Kalman filter. The bat is 
changing fast during the swing, the shape also continues to rotate. For this reason, to apply the CAMshift to 
self adjust the size of the search window in order to use the color information to the invariant of the bat. 
Because it uses the color information if there are objects of similar color to the background because of the 
interruption on the track narrows the search range in range of motion detection by using the MHI(Motion 
History Image). By applying a Kalman filter, limit changing on the size of the search window, and it can be 
obtained higher track accuracy. But, this proposed method was limited color change by ligh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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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Ⅱ-1 Motion History Image

MHI(Motion History Image)[5]는 움직임이 발생
할 때 마다 이진화 된 이미지로 누적시켜 만든 
MEI(Motion Energy Image)에 시간을 변수로 추가
하여 오래될수록 움직임 이미지의 intensity를 낮
추어 시간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
다. 움직임 이미지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프레임간
의 차이가 임계값 이상인 픽셀들의 집합이다. 

그림 1. 연구에 사용한 영상의 MHI

Ⅱ-2 CAM Shift

Gary R. Bradski에 의해 제안된 CAM Shift알고
리즘[6]은 Mean Shift알고리즘[7]의 탐색윈도우 크
기를 스스로 재설정이 가능하게 하여, 특징의 최
대분포 지역에 수렴하는 단점을 개선하였고 변화
하는 객체의 추적에 성능향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탐색윈도우 내의 색상 분포를 이용하여 탐색윈도
우의 중심 값이나 크기를 재설정하기 때문에 추
적 객체가 탐색윈도우의 영역을 벗어나게 될 경
우 더 이상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CAM Shift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
다.
① 탐색윈도우의 위치와 크기를 초기화한다.
② 초기화된 탐색윈도우를 이용하여 Mean Shift

를 수행한다.
③ Mean Shift의 수행결과로 찾아진 중심 값과 

분류된 색상 값들의 합을 이용하여 탐색윈도
우의 중심 값과 크기를 재설정한다.

④ 재설정된 탐색윈도우를 이용하여 Mean Shift
를 수행한다.

⑤ 위의 2~4 스텝을 Mean Shift알고리즘이 수렴
할 때 까지 반복한다.

Ⅱ-3 칼만 필터

칼만필터는 정확하지 않은 측정값에서 추정 값
을 반복적으로 추정하여 오차를 최소로 하는 알

고리즘이다. 식(1)의 프로세스 방정식()과 측정

방정식()는 다음과 같다.

   
  

                     (1)

x는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이고, k는 
시간, u는 외부 입력, w는 프로세스 잡음, v는 측
정 잡음을 나타낸다.

′  
′  

                      (2)

식(2)의 예측단계와 식(3)의 정정단계를 반복적
으로 수행하여 추정 값을 구한다.

 ′′
  ′ ′ 
  ′

                (3)

측정 잡음의 공분산인 R이 매우 크면, 칼만 게
인 K가 매우 작아지므로 다음 단계의 추정치를 
계산 할 때 현재의 측정값이 무시된다. 즉 측정 
잡음이 크면 현재의 측정값보다 이전의 추정 값
에 더 의존한다.[8]

Ⅱ-4 CAM Shift와 칼만 필터를 결합한 연구

객체 추적분야에서 CAM Shift와 칼만필터를 결
합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9][10][11] 
CAM Shift의 단점인 객체가 탐색윈도우를 벗어날 
때의 추적을 보완하는데 칼만필터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칼만필터의 상태방정식 (4)를 (5)로, 측
정방정식 (6)를 (7)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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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방정식에서 x(k), y(k)는 객체의 중심위치, 
(k), (k)는 속도를 나타낸다. T는 영상 프레임

간의 시간차이다. 객체의 중심위치를 CAM Shift
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객체가 탐색윈도우를 벗어
날 경우 칼만필터의 예측으로 객체를 다시 찾아
낸다.

                       (6)

   






 







        (7)

Ⅲ. 제안하는 추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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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

타자가 스윙하는 동안 배트는 빠른 속도로 위
치, 모양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배트의 추적에 필
요한 invariant로 색상 정보를 이용하였다. 색상정
보를 이용한 추적 알고리즘 중에서도 크기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CAM Shift를 이용하였다. 배경
에 배트와 비슷한 색의 객체가 존재하면 추적에 
방해가 되므로, MHI를 생성하여 탐색범위를 좁힌
다. HSV변환을 한 이미지와 MHI를 AND연산한 
이미지를 CAM Shift에 적용한다. CAM Shift를 적
용시킬 때 배트의 영역을 선택해준다. 배트는 빠
른 속도로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CAM Shift로 추
적을 하는 동안 탐색윈도우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만필터와 함께 적용
하는데 CAM Shift로 배트의 중심위치를 찾으면 
칼만필터의 정정단계를 수행하고, 배트가 탐색윈
도우를 벗어나 중심위치를 찾지 못하면 칼만필터
의 예측단계를 수행하여 배트를 다시 탐색한다.

그림 3. 야구선수가 휘두르는 배트의 추적

그림 3에서 빨간 타원은 CAM Shift의 배트 추

적결과이고, 빨간 사각형은 추적결과로 알아낸 배
트의 중심위치 좌표에 앞서서 선택한 객체 영역
을 위치시킨 것이다. 파란색 사각형은 칼만필터의 
정정단계 결과를 나타내고, 초록색 사각형은 배트
가 탐색 영역을 벗어나 수행한 예측 단계의 결과
를 나타낸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AM Shift와 칼만필터를 이용
하여 방송중계화면에서 타자가 스윙하는 배트를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스윙이 이루어지는 동
안 배트의 모양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색상정보
를 이용하여 CAM Shift를 적용하였고, 빠른속도
로 이동하는 배트가 탐색윈도우를 벗어날 수 있
기 때문에 칼만필터로 예측하여 벗어난 배트를 
다시 추적한다. 배경에 비슷한 색의 객체가 있을 
경우 추적에 방해가 되므로 MHI를 이용하여 탐
색범위를 줄여 배트 추적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림 4. 추적에 실패한 영상

하지만, 그림4의 왼쪽 그림과 같이 빠른 속도
의 배트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한 영상이나, 오
른쪽 그림과 같은 조명에 의한 배트의 색상변화
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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