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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비트스트림 상에서 객체 추적을 위한 움직임 벡터 기반 파티클 필터(Motion Vector-based Particle Filter: MVPF)와 이를
이용한 객체 추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MVPF는 일반적인 파티클 필터의 전이 모델과 관측 모델에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파티클의
개수를 유지하면서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객체 추적 시스템에서는 비트스트림에서 추출한 움직임 벡터의 히스토그램을 이용
하여 객체의 상태를 예측한다. 제안하는 객체 추적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MPEG 시험 영상과 VOT2013 영상에 적용하였을 때
기존 방법들보다 정확도, F-Measure, IOU(Intersection Of Union)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각각 약 30%, 17%, 17% 증가하였다. 주관적
성능 평가를 위하여 추적결과를 박스(box) 형태로 표시하여 비교하였을 때 제안하는 방법이 모든 시험 영상에 대하여 기본 방법들보
다 강인하게 객체를 추적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tion Vector-based Particle Filter(MVPF) for object tracking on bitstreams and a object tracking 
system using the MVPF. The MVPF uses motion vectors to both the transition and the observation models of a general particle 
filter to improve the accuracy while maintaining the number of particles. In the proposed object tracking system, the state of the 
target object can be predicted using the histogram of motion vectors extracted from the bitstream. In terms of precision, F-measure 
and IOU(Intersection Of Union), the proposed method is about 30%, 17%, and 17% better on average, respectively, in MPEG test 
sequences and VOT2013 sequences. Furthermore, When the tracking results are displayed in box form for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the proposed method can track moving objects more robust than the conventional methods in all test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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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빅데이터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 사물인터넷서
비스등과같은최신정보통신서비스가 발전함에따라비

디오 데이터의 양 또한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한, 각서비스는많은양의비디오데이터를분석하여사용
자에게비디오에서움직이는사물의위치, 경로, 속도와같
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그중 동적객체추적 기술은
보안, 색인, 검색, 감시, 통신, 압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점점더그활용성이증가하고있다. 비디오에서동적
객체추적기술은 화소 영역기반기법과 압축영역기반기

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화소 영역기반 기법은 객체의
휘도및색상정보를활용할수있어비교적높은정확도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비디오 데이터는 저장장치나 네트워

크상에서 H.264/AVC[1], HEVC[2]로 압축된 비트스트림의

형태이기 때문에 휘도 및 색상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복호화과정이요구된다. 또한, 동시에많은영
상을복호화하는특정시스템에서복호화기의복잡도는병

목현상의주요원인이된다. 압축영역기반기법은비트스
트림의 부분적 복호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움직임 벡터

(Motion Vector: MV)나잔여 DCT 계수(Residual Discrete 
cosine transform Coefficient: RDC), 블록 분할 정보, 부호
화유형(mode) 등과같은정보를사용하기때문에화소영
역기반 기법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시스템의 복잡도가 낮
으며 실시간 응용에 적합하다.
기존 압축영역 기반 기법은 일반적으로 전역 움직임 예

측(Global Motion Estimation: GME)을하여전경과배경을
분할한 후 MV의 시공간적(spatiotemporal) 특징을 이용하
여 객체를 추정한다. [3]에서는 MPEG-2 비트스트림 상의
매크로블록(Macro Block: MB) 단위 MV와 8개의파라미
터를 갖는 이중 선형(bilinear) 움직임 모델을 이용하여

GME를수행하고, 이전프레임의객체블록들과의블록매
칭을통해객체를추정하였다. [4]에서는 H.264/AVC SVC 
(Scalable Video Coding) 비트스트림의 MV와 6개의 파라
미터를갖는 2차원어파인(affine) 모델을통해전역움직임
(Global Motion: GM)을 카메라 움직임으로 추정하였다. 

[5]에서는 MV가 없는 블록이 존재할 경우 분할과정에서
잡음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간적

중앙값필터링을통해 MV를생성하여움직임벡터장(Mo- 
tion Vector Field: MVF)을생성하고, TMHI(Timed Motion 
History Image)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적하였다. [6]에서는
압축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MVF를추출하고깁스-마르코
프 임의장이론(Gibbs-Markov Random Field theory)과 베
이지안 추정(Bayesian estimation)을이용한 통계적 모델링
을 통해 객체를 추적하였다. [7]에서는 병합 유형(merge 
mode) 블록들의 MV의유사성, MV의시간적일관성, 블록
크기를이용한 균일 MRF(Markov Random Feild) 모델 등
을 통해 블록을 배경, 전경, 잡음 등으로 분류하여 전경을
객체로추적하였다. [8]에서는 기존의 MRF 모델에 시간적
양상을반영하여, 시공간적마르코프임의장(ST- MRF) 모
델을사용한객체추적방법을제안하였다. MRF 모델기반
동적객체추적방법들은 객체 영역의블록과배경영역의

블록이 유사한 MV를 지닐 경우 과분할(over- segmenta-
tion)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닌다. 과분할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잘못 분류된 객체의 정보를 계속 참

조하기 때문에오차전파(error propagation) 현상이 발생한
다. 오차전파를막기위하여 [9]에서는 ST-MRF 모델을통
해 얻은 과분할된객체영역을 객체 형태에맞게조정하기

위하여 영상 복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RDC를 이용하여
객체의 에지(edge)를찾고, ST-MRF 모델로부터얻은과분
할된 객체의 외곽을 에지까지 조정하여 과분할 문제를 개

선하였다. [10]에서는 RDC로객체와배경의 이질성(heter- 
ogeneity)을 반영하는 DCT-ST-MRF 모델을 제안하였다. 
[11]에서는 과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V를 사용하
지않는 I-프레임은복호화한후에화소정보를이용한가우
시안혼합모델(Gaussian Mixture Model: GMM)을 사용하
여객체와배경을분류함으로써과분할문제를개선하였다. 
최근에 과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

었지만, MRF 모델은 기본적으로 분할이 주목적인 기법이
기 때문에 여전히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과분할 결과에 따

른오차전파문제에취약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과분
할된추적결과로인한오차전파현상을 해결하기위해서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에 기반을 둔 MVP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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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based Partticle Filter)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비
트스트림 상에서의 객체 추적 시스템인 MVPF- BOT(Mo- 
tion Vector-based Particle Filter-based Bitstream Object 
Tracking)를 제안한다.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객체 추적에
서는 객체의 움직임의 크기와 파티클 개수가 비례해야 일

정한 추적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객체의 움직임이
큰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많은 파티클을 사용하면 높은

정확도가 보장되지만, 파티클 수의 증가는 병목현상을발
생시켜서추적지연현상이생길수있다. 따라서본논문은
MV를이용하여객체의움직임을예측하고, 파티클필터의
상태 전이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객체 움직임의 크기에 강

인한 파티클 필터인 MVPF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파티클
필터는 객체의 형태를 상태 벡터로 표시하여 현재 프레임

의 객체의 상태를 예측한다. 즉, MRF 모델 기반 방법들과
같이 예측블록 단위로 객체/비객체를 분류하는 것이아니
고, 객체의전체적인형태를예측하기때문에과분할이발
생하더라도 오차 전파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본논문은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파티클 필
터에대하여설명하고, 3장에서는제안하는 MVPF-BOT에
대하여설명한다. 4장에서는제안한객체추적기와이전연
구들과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에서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파티클 필터

베이지안추론(bayesian inference)에기반한파티클필터
는화소영역기반객체추적에일반적으로널리사용되어

왔다. 파티클 필터는 순차적 몬테카를로(Sequential Monte 
Carlo: SMC) 모의실험(simulation) 방법중하나로많은수
의 샘플(sample)x

   들을 이용하여 현재사후 확

률 분포 (current posteriori probability distribution), 
xz을추정한다. 여기서 z는관측값이다. 각각의샘

플을파티클(particle)이라고 부르며 파티클의 수, 가 무

한대에 가깝다면 사후 확률 분포를 수식(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z≈


  



x x
  (1)

여기서, 는 크로네커 델타 함수(kronecker delta 
function)이다. 이때, 사후확률추정을위하여 사후확률을
따르도록 파티클을 분포 시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미

알고있는확률분포를통해파티클을분포시키고각 파티

클의가중치를통해사후확률을표현하는방법이있다. 이
방법을 주표집기법(Importance Sampling: IS)이라 하며수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xz≈
  




x x

 


∝




x
 x

 z

zx
 x

 x
 

(2)

여기서, 
는 총합의 값이 1인 파티클의 가중치, 

x
 x

 z는 제안 확률 분포(proposal probability dis-

tribution)이다. 즉, 파티클들은제안확률분포를통해생성
되고 상태 전이 모델(state transition model), x

 x
 을

통해 전파(propagate)되고 관측 모델(observation model) 

zx
 을 통해 가중치가 갱신된다. IS을 통해 반복적으

로 사후 확률을구하게되면적은수의파티클이대부분의

가중치를 차지하는 축퇴 문제(degeneracy problem)가 발
생한다. 축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파티클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실제 사후 확률 분포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파티클을 재표집(resamp- 
ling)하여 축퇴 문제를해결한다. 표본-주재표본(Sampling- 
Importance Resampling: SIR) 방법[13]은 제안 확률 분포

x
 x

 z와상태전이모델의확률 분포 x
 x

 가

같다고 가정하고 반복마다 재표집하여 수식(3)과 같이 수
식(2)를 간소화 할 수 있다. 

xz≈
  




x x

  
∝zx

  (3)

수식(2)의   
 는 이전 재표집을 통해 모두 같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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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갖기때문에상수화되어수식에서생략된다. SIR

은 반복마다 재표집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간단한

수식으로 구현이 편하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객

체추적에주로사용되는방법중하나이다. 따라서본논문
은 SIR 기반 파티클 필터에 MV를 적용한 MVPF와 이를
이용한 MVPF-BOT를 제안한다.

Ⅲ. MVPF를 이용한 비트스트림 상에서 객체
추적 알고리즘

그림 1은일반적인객체추적시스템과본논문에서제안하
는MVPF-BOT의흐름도이다. MVPF-BOT는크게엔트로피
복호화(entropy decoding), 움직임 벡터 필드 생성(motion 
vector field generation), 움직임벡터역투영(motion vector 
back projection), 전파(propagation), 특징변환(feature trans- 
form), 우도 계산(likelihood calculation), 예측(estimation), 
재표집등 8가지주요모듈로구성된다. MVPF-BOT의입력
으로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추출한 MV를 사용하고 객체의

상태 x  


    
T
가예측되어출력된다. 여

기서   는객체중심위치이고 
는객체의속

도,   는객체의 중심 위치로부터 넓이와 높이, 는

객체의 크기 계수를 나타낸다.
이하절에서는일반적인 SIR과기능이같은엔트로피복
호화, 예측, 재표집을 제외한 5가지 주요 모듈별을 자세히
설명한다.

1. 움직임 벡터 필드 생성

움직임 벡터필드생성 과정은객체추적의 정확도를높

이기위해예측블록단위로추출된 MV를화소단위로맵
핑(mapping)하여 MVF를생성한다. 그러나예측블록의예
측 모드가 인트라(intra) 모드일 경우에는 MV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트라 부호화 블록 처리(Intra-Coded Block 
Processing)[8]를통해가상의 MV를구하여화소단위로맵
핑하여 MVF를 생성한다.

2. 움직임 벡터 역투영

압축 영역에서는예측블록의움직임인 MV가 존재하기
때문에현재프레임의관측값인 MVF z와이전프레임에

서예측된객체의상태 x  를통해이전프레임의객체의

움직임을 예측할수 있고 예측된움직임을 통해 향상된정

확도로객체추적을 할수있으며파티클 필터에서파티클

개수를적게 운용하여 복잡도를 감소시킨다. 이에 대한 자
세한설명은 4절에서하겠다. 이전프레임의객체움직임을
예측하기위해서 MV의특징인현재예측블록에서이전프
레임으로의 방향성을 역으로 사용한다. 이전 프레임의 예
측된 객체 영역을 향하는 현제 프레임에서 MV 집합을 찾
고그 MV들의극벡터중앙값(polar vector median)의반대
방향을 객체의 움직임으로 사용한다. 수식(4)는 이전 프레
임의 객체 움직임 벡터 pmv를 예측하는 수식이다.

pmv 
 



 PVM  (4)

여기서 
 

는 각각 예측된 움직임의 수평, 수

직 방향의 크기이고 이전 프레임의 객체 움직임이지만 현

그림 1. 일반적인 객체 추적기와 제안하는 객체추적 방법의 흐름도. (a) 일반적인 객체 추적 시스템, (b) 제안하는 객체 추적 시스템
Fig. 1. Flowchart of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s for object tracking. (a) Conventional method, (b)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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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프레임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k로 표시 하였다. 
PVM[8]는 극 벡터 중간 값 함수, 는 현재 프레임의

MV들 중 이전 프레임에서 예측된 객체 영역을 가리키는
현재 프레임 MV들의 집합이며, 는 수식(5)로 얻을 수

있다. 

는프레임전체좌표의집합, x  

 는이전프레임에서

예측된객체의상태 x  를통해얻은박스영역을 1, 배경

영역을 0으로 나타낸 맵으로 수식(6)를 통해 얻을 수 있다.

3. 특징 변환

일반적으로움직임벡터는수직, 수평방향의움직임크기
를 표현하지만 이는 실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수평방향으로이동하고그후수직방향으로이

동하는것처럼불필요한움직임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움
직임벡터를극좌표계로변환하여크기와각도로표현한다

면물체의움직임을직선으로표현이가능하다. 특히영상에
카메라움직임이있는경우는영상이전체적으로움직이기

때문에동일한크기와방향으로움직이는카메라의움직임

의특징을보다쉽게고려할수있다. 앞서설명한특징변

환 과정을 자세히 표현하면, k 번째 프레임의 MVF z의

(i,j)번째 수직, 수평 방향의 MV 값 
 

를 MV의

크기와각도  로구성된MVF z로변환하는과정

으로 수식(7)은 그 변환 식이다.
그림 2는 MVF의특징변환전후를비교한그림이다. 그
림 2(a)는 압축 이전 영상, 그림 2(b~c)는 각각 비트스트림
으로부터 추출한 MV의 수평, 수직 방향의 크기, 그림
2(d~e)는각각 MV를크기와각도로변환후 1~8로정규화
하여색의변화로그크기를표현한그림이다. 그림 2(b~c)
보다그림 2(d~e)의객체의윤곽이주관적으로더욱선명하
다. 

4. 전파

전파과정은이전프레임에서의 파티클들의 상태, x  

를 상태 전이모델, x
 x  

 z 를 따르도록전파 시켜

주는 과정이다. 일반적인객체 추적을 위한 SIR의상태 전
이 모델은 수식(8)와 같이 1차 선형 움직임 모델을 사용하
는 처리 함수, f와 다변수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처리

잡음, v  를 통해 현재 상태를 예측한다.

  
 

  x  

 
   

     ∈ (5)

x

  











 if        and

      

 

(6)

z     
  

  tan


 


(7)

그림 2. 움직임 벡터 필드의 특징 변환 전후 비교
Fig. 2. Comparison before and after feature transform of motion vector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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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8)

여기서, v  는처리잡음으로평균벡터가 이고분산

벡터가 인 다변수 가우스 분포 라고가정한다. 
일반적으로파티클필터에서사용하는처리잡음의 와   
의요소들은각각모두 0과 1이지만객체의다양한움직임
을고려하기 위해 크기가큰 분산을사용하고 분산이커지

면 정확도가 감소하여 정확도 유지를 위해 파티클의 개수

증가가 요구된다. 파티클의 개수의 증가는 객체추적 과정
의 병목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프레

임의 MV를이용하여이전프레임의객체의움직임을예측
하여 객체 움직임을 고려함으로써 상태 전이 모델에서 작

은분산값및적은파티클의개수로유지할수있다. 따라
서본 논문에서는 상태 전이 모델의처리잡음 v  를수

식(9)와 같이 제안한다.

v    ∼ x
 x

 z

 x
 x

  pmv
(9)

여기서는다변수가우스분포의분산벡터, 는현재

프레임의관측값인 z와이전프레임의객체의상태 x  

를통해 예측된 이전 프레임의객체 움직임 pmv를반영

한 가우스 분포의 평균 벡터이다. 의 수식(10)과 같다.

  
 

      
T

(10)

5. 우도 계산

우도 측정은 시간적 공간적 특징과 각 파티클들의 특징

을 시공간 거리 모델을 통해 우도, 즉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우도 계산을 위한 특징으로 주어진 영역과 변환

된 MVF인 z의 크기와 각도로부터 추출한 움직임 벡터

히스토그램(Motion Vector Histogram: MVH)을 이용한다. 
우도 계산과정은공간적특징 추출, 시공간 거리측정, 가
중치갱신, 시간적특징추출과정으로진행된다. 이하단락
에서먼저움직임벡터히스토그램을 설명하고이후각과

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5.1 움직임 벡터 히스토그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VPF-BOT에서 객체 추적을 위
한 주요 특징으로 MVH를 사용한다. MVH는 MV의 주요
특징인크기와각도를동시에고려할수있는특징점이다. 
MVH는 M개의빈을갖는크기와 각도의히스토그램을구
하고 두 히스토그램을 각각 정규화 하고 이어 붙인 확률

분포이다. 즉, 2M개의 빈을갖는확률분포가 생성되며 수
식(11)는 특정 영역( ), 크기(), 각도( )를 통해 MVH를
얻는 수식을 나타낸다.
여기서, 은히스토그램빈의번호, 는 MHV를추출하
고싶은영역,       , m ax는 MV 크

기의최대값, M은크기및각도히스토그램빈의수, 는

가 1인영역의넓이를의미하며크기히스토그램과각도
의 히스토그램을각각 정규화 할 때 사용한다. 히스토그램
을생성할때, 각도의경우는 [0, 2]를M으로나누어히스
토그램을 생성하면 되지만, 크기의 경우는 최대값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V 크기의 최대값(m ax )을

실험을 통해 프레임 세로 크기의 1/32로 정하였다. 

5.2 공간적 특징점 추출
공간적특징은기존연구들에서카메라의움직임을고려

하기 위해 사용하는 GMEC(Global Motion Estimation and 
Compensation)와 비슷하게 객체 주변의 움직임 특징을 통

mvhz














∈

 max

   if    ⋯ 






∈

 

   if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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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카메라의 움직임을 고려한다. 공간적 특징점을 추출하
기위해이전프레임에서예측된객체상태 x  를이용해

객체영역을구하고앞서추출한 pmv를이용하여 그움

직임만큼 객체 영역을 이동시켜준다. 그이후객체 영역을
기준으로생성한배경영역에대한 MVH가공간적특징이
다. 수식(12)으로 부터 공간적 특징을 얻는다.

 

B  mvhx′
 x′k

  z    ⋯  (12)

여기서 x′는 pmv를 이용하여 x  의 중심점을 x축, 

y축으로 각각 
 

 만큼 이동 시켜준 객체의

상태벡터이다. x′
 는객체영역보다 넓은 배경영역으로

수식(13)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c는배경영역의 크기스케일값이며, 본논문에
서는실험적으로 5를사용하였다. ROI영역을구할때수식

(13)로부터 구한 넓은 영역 x ′
 과 수식(6)로부터 얻은 좁

은 영역(x ′
 )의 차집합을 사용한다.

5.3 시공간 거리 측정
기존의압축영역 기반객체추적 방법들은카메라의움

직임을 예측 및 보상하기 위하여 GMEC을 하여 보상된
MV를사용하였다. 그러나반복과정마다 GMEC를매번수
행하면실시간성이감소되고객체의움직임과카메라의움

직임이유사할경우에모든 MV값이보상되어없어지기때
문에오차전파를야기시킨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각파
티클들의 우도를 계산할 때 시간적 특성뿐만 아니라 공간

적 특성까지 고려하는 시공간 거리 모델을제안한다. 수식
(14)는 제안 하는 시공간 거리를 나타낸다.


  


 


 (14)

여기서 
 , 

는각각파티클의공간적, 시간적거리이

며, 는 시공간 거리 가중치 조절을 위한 파라미터이다. 


는현재파티클의움직임이이전프레임에서예측된객

체의움직임과얼마나유사도를나타내며, 
는현재파티

클의움직임이배경의움직임과얼마나다른지를나타낸다. 
유사도 가아닌다름을 측정하기 때문에 1에서뺀 값을공
간적거리로표현한다. 일반적으로서로다른두값을하나
의스칼라값으로표현을할때, 두계수의합이 1인계수를
이용하여가중 합을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중 곱을
사용한다. 가중곱을사용하는이유는시간적, 공간적거리
가모두작을경우에우도를최소로하는것이아닌시간적

으로작거나또는공간적으로작을때우도를최소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수식(15)는 파티클의 MVH, P 


를 구하는 수식이다.

P
  mvh

x

  z     ⋯  (15)

P 
 , B  , O   를 이용하여 수식(16), 수식(17)과 같이

공간적 거리  
 , 시간적 거리 

를 얻을 수 있다.


  B P

    
  




  (16)


  O P

   
  



 
  (17)

여기서, 는 두 확률 분포의 유사도를 의미 하는 바

타챠야(Bhattacharyya) 거리 함수이고, O   는 시간적 특

징점이다.

5.4 가중치 갱신
각 파티클들의 가중치는 수식(14)으로부터 얻은 시공간
거리를 지수 항으로 사용하는 수식(18)과 같다.

zx
  ∝ 

  




(18)

x′
  











 if ′     ′  and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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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지수 함수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파라미터

이다. 수식(18)를 통해 파티클들의 가중치를 얻고 각 파티
클들의상태 벡터와 가중합하여 객체의 상태를 예측 한다.

5.5 시간적 특징점 추출
시간적특징은매프레임마다객체영역의 MVH를추출
하고지속적으로갱신함으로서현재프레임과이전프레임

들 사이 연관성을 고려한다. 현재 프레임에서예측된 객체
의상태벡터를통해구한시간적 특징은다음프레임에서

사용된다. 수식(19)는 x  와
z를 통해 추출한 MVH 

O′를 구하는 수식이다.

O′k  mvhx  

 z     ⋯   (19)

이후수식(20)를통해그 이전 프레임들로부터계속적으
로갱신된시간적특징점 O와갱신비율, 을통해최

종적으로 시간적 특징점 O를 얻는다.

O   O O′ (20)

본 논문에서는 를실험적으로 0.7로정하였다. 마지막

으로 다음 프레임 과정을 위해 재표집한다.
최종적으로 MVPF의 주요 모듈들을 종합하여 나타내면

Algorithm 1 Motion Vector-based Particle Filter Algorithm

Require: x , x
 ∼ x , 

   and 

  

Generate MVF from Sess. Ⅲ-1

Transform feature z  to z  from Eq. 7

Extract temporal feature, O  from Eq. 18
for     to last frame do
  Generate MVF from Sess. Ⅲ-1
  Calculate pmv  in the Motion Vector Back-Projection from Eq.‘s 4~6

  Transform feature space z  to z  from Eq. 7

  Extract spatial feature, B  from Eq.'s 12~13
  for     to   do

Propagate particles from Eq.‘s 8~10
    Extract particle feature, P

  from Eq. 15

Calculate spatial distance, 
  from Eq. 16

Calculate temporal distance 
  from Eq. 17

Calculate Spatio-temporal distance 
  from Eq 14

Calculate weight(
  zx

 ) from Eq. 18

  end for

  Normalize weights to 
  




  

  Estimation xz≈
  




 x  x

 

  Extract temporal feature, O  from Eq.‘s 19~20
  Resample particle x  to x

k = k +1
e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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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VPF의 초기화를 위
해 파티클들을 사전 확률을 따르도록 분포시킨다. 그리고
k가 0일때 즉, 첫프레임은 I프레임을제외한처음나오는
P프레임을 말한다. 

Ⅳ.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Intel i7-4790k 4.0Hz 프로세서, 16.0GB 메모리를사용하였
고 MATLB2015a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영상은 MPEG의 CIF(352x288) 크기의 표준 영
상과 VOT2013[14] 영상이다. 각 영상들은 YUV4:2:0 포맷
으로변환후 HM(HEVC test Model) 14.0버전에서저지연
P 구성의 CTC(Common Test Condition)로 부호화 되었다. 
참조 영상의 수는 1로 설정하였으며, QP(Quantization Pa- 
rameter)는 22, 27, 32, 37로 하였다. 실험에서 파티클 필터
의 파티클개수는 1000개로고정하였다. 추적성능평가를
위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압축 영역기반 객체 추적의 성능

지표로 사용되는 정확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 
Measure와 본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IOU(Intersection Of 
Union)를 사용하였다. IOU는 일반적으로 추적의 결과가

 


  


   


  


(21)

그림 3.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QP 변화에 따른 평균 정확도, 재현율, F-measure, IOU 비교
Fig. 3. Comparison of between proposed and conventional methods in terms of the average Precision, Recall, F-Measure, and IOU for different 
values

Method Measure Coastguard Mobile
Calendar Foreman Racing Jogging Avg.

Proposed

Precision 93.25 60.70 83.42 81.65 80.42 79.89
Recall 90.66 59.96 92.16 52.59 60.13 71.10

F-Measure 91.88 60.39 87.00 63.11 68.90 74.26
IOU 87.07 49.55 79.15 54.24 56.66 65.33

DCT-ST-
MRF[10]

Precision 73.78 51.99 86.81 25.24 19.03 51.37
Recall 92.74 82.06 87.83 73.61 73.47 81.94 

F-Measure 79.96 61.36 86.88 32.33 28.03 57.71
IOU 69.92 49.95 79.32 25.11 18.74 48.61

ST-MRF-
OLRM[9]

Precision 72.66 46.64 87.05 23.31 19.80 49.89 
Recall 92.26 81.42 88.84 68.60 76.68 81.56 

F-Measure 78.53 56.97 87.55 30.48 29.24 56.55 
IOU 68.51 45.50 80.29 23.22 19.48 47.40

ST-MRF[8]

Precision 75.27 47.11 81.88 23.30 15.78 48.67
Recall 97.03 75.16 96.69 73.25 74.87 83.40

F-Measure 83.23 57.49 88.46 30.84 24.43 56.91
IOU 74.90 44.74 81.40 23.49 15.80 48.07

표 1.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 및 시험 데이터에 따른 전체 평균 정확도, 재현율, F-Measure, and IOU
Table 1. Total average of Precision, Recall, F-Measure, and IOU (in percentage) for different methods and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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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일 경우 주로 사용되는성능지표로써두 박스의겹침

정도를 의미한다. 수식(21)은 정확도, 재현율, F- Measure, 
IOU의 정의식이다.
여기서, TP, FP, FN는 각각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를 의미한다. 그림 3는 제안하는방법과 기존
방법들의전체평균 정확도, 재현율, F-Measure, IOU를퍼
센트(%)로비교하였다. 제안하는방법의평균정확도가기
존방법들대비약 30% 증가하였고평균재현율은약 11% 
감소했다. 정확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인 F-Measure, IOU

는 각각 약 17% 향상되었다.
표 1은제안하는방법과기존방법및시험데이터에 따
른전체평균정확도, 재현율, F-Measure, IOU를나타낸표
이다. 제안하는방법이 MPEG 표준영상중 Foreman 영상
에서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인다. Mobile Calendar 영상은
객체인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 굴러가면서 화면이 줌인이
되고 마지막엔 다른 객체인 기차와 함께 왼쪽으로 굴러가

는 영상이다. 객체가 회전하며 움직이는 경우 객체내부의
움직임 벡터가 균일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그림 4.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전체 평균 정확도, 재현율, F-measure, IOU 비교
Fig. 4. Comparison of between proposed and conventional methods in terms of the average Precision, Recall, F-Measure, and IOU

그림 5.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방법들의 추적결과비교 (청색: 제안하는방법, 오렌지: DCT-ST-MRF, 회색: ST-MRF-OLRM, 노란색: ST-MRF, 흑색: 정답)
Fig. 5. Tracking result comparison between proposed and conventional methods (blue: Proposed, orange: DCT-ST-MRF, gray: ST-MRF-OLRM, 
yellow: ST-MRF, black: Ground-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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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객체와 기차가 함께 움직일 때 객

체의 움직임과 기차의 움직임이 유사하여 추적의 결과가

기차 영역까지 퍼지게 되는 객체 추적이 어려운 영상 중

하나이다. 기존 방법들의 경우 다양한 움직임 벡터의 영
향으로 추적 결과가 객체 영역 밖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낮은 정확도와 높은 재현율을 보인다. 표 1에서 기존 방법
들은 MPEG 표준 영상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VOT2013 데이터에대한성능은상당히낮음을볼수있다. 
그이유는 VOT2013 데이터의경우카메라움직임의변화
가크고속도가빠르기 때문에객체의움직임과배경의움

직임이 유사하여 오차 전파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

다. 그림 3은 제안 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QP 변화에
따른평균 정확도, 재현율, F-Measure, IOU를비교한그래
프이다. 제안하는방법은 QP22 일경우가장높은정확도, 
재현율, F-Measure, IOU을보이며 다양한 QP에서 기존 방
법들대비더향상된추적성능을보인다. 그림 5는각시험
영상에 대한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추적 결과를

박스의형태로함께나타낸것이다. 제안하는방법이시험
영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추적 영역이 퍼지지 않고 유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논문은비트스트림상에서파티클필터를기반으로한

동적 객체 추적 방법을 제안 하였다. 기존 압축 영역에서
동적 객체추적 방법들은 ST-MRF 모델을 통해 객체영역
을 분할하여 객체 추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객체와 배경
의 움직임 벡터의 유사도가 증가하면 추적 결과가 과분할

되고, 나아가오차전파현상까지발생하였다. 이를해결하
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파티클 필터에 MV를 적용한
MVPF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MVPF-BOT를 제안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객체 추적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험 영상으로는 MPEG 표준영상과 VOT2013 데
이터에서 카메라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선택하여 HEVC 
비트스트림으로 압축 하여 사용하였다. 객관적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확도, 재현율, F-Measure와 IOU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로서 제안하는 방법이 평균 재현율

은약 11% 감소했지만, 평균정확도, F-Measure, IOU가기
존 방법들 대비 각각 약 30%, 17%, 17% 증가하였다. QP 
값을변화시키며실험을했을때제안한방법이모든 QP에
서 성능이 좋았으며, 특히 QP 값이 22일 때 추적 성능이
가장 좋았다. 주관적 성능 평가를 위하여추적결과를 박스
형태로 표시하여 비교하였을 때 제안하는 방법이 모든 시

험 영상에 대하여 기본 방법들보다 강인하게 객체를 추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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