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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늘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

는 개인화된 미디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영상 

데이터 이용률의 폭발적 증가 및 지식 기반 사회 구축 

추세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시청자의 관심사가 

다양해짐에 따라 시청자가 관심을 가지는 객체 중심의 

맞춤형 영상 미디어를 제공할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다양한 영상 내 객체 중심의 영상 미디어 응용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개인별 맞

춤형 영상 획득 기술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영상 미디어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방송 사업

자 위주의 획일화된 미디어 제공 환경에서 벗어난 다양

한 웹 기반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화 미디

어 서비스 기반 기술 및 플랫폼 등이 지속해서 등장하

고 있다. 

기존 방송 관련 유사한 서비스로 관중이 그룹 가수 중 

좋아하는 인물만 따라가며 직접 캠코더로 촬영한 ‘직캠’ 

영상을 스트리밍 서버로 올려서 제공하거나 방송사에서 

카메라별로 각각의 카메라 촬영 기사를 두고 음악 방송

이나 축구 경기 등에서 인물별로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

는 멀티 앵글 서비스가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서비스는 

시청자가 원하는 앵글의 화면과 관심 인물을 볼 수 있다

는 점에서 대중적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관

심 인물만을 위한 영상을 얻기 위해 카메라별로 사람이 

직접 촬영해야 하므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관심 

인물의 수가 늘어나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등 아

직 서비스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

된 영상 기반의 추적 기술과 추적 기반의 카메라 연동 

제어 기술을 이용하면 자동화된 객체 중심 영상 획득이 가

능하다. 

본고에서는 객체 중심 다각도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촬영, 객체 추적, 카메라 제어와 같

은 관련 기술을 서술하고 관련 기술동향을 살펴본다. 또

한, ETRI에서 연구 중인 객체 추적을 통해 연동된 다중 

Pan-Tilt-Zoom(PTZ) 카메라 제어 기반 객체 중심 다

각도 영상 획득 기술을 소개한다. 

Ⅱ. 기술개요 

객체 중심 다각도 영상 획득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다중 촬영을 위한 카메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컨트롤 및 

획득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정된 객체를 추적하며 그 추

적 위치에 따른 다중 카메라의 PTZ 값을 자동으로 계산

하는 다중 PTZ 카메라 연동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1. 다중 촬영 기술 

다중 촬영 기술은 한 장면에 대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시 촬영하는 기술로, 방송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새로운 시점의 영상을 개별 영상 또는 각기 다른 

시점의 영상을 조합해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영화 ‘매

트릭스’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타임 슬라이스는 같은 

시간에 촬영된 다양한 각도의 샷을 연이어 보여주는 기

법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기 힘든 장면을 구성

할 수 있어 특히 광고 분야에서 선호된 기법이다. 같은 

시간을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기존 방송에

서는 보기 힘들었던,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

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를 위해 여러 시점의 카메라로 

동시 촬영하고 촬영한 각기 다른 카메라 영상을 연달아 

보여주기 때문에 촬영 상의 노출, 트리거, 동기화 등의 

카메라 컨트롤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촬영 

후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영상에서 관심 인물을 제거하

고 파노라마 형태로 배경을 만든 후 배경과 인물 영상을 

합치는 후처리 작업이 진행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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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체 추적 기술 

전통적으로 고정 또는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내 객체 추적 기술은 컴퓨터 비전 학계에서 활발히 연

구되는 주제로, 주로 실내외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를 이용한 범죄 또는 재해 예방/감지와 같은 

다양한 응용 영역의 보안 및 공공 서비스, 스포츠 경

기 분야에서 경기 분석을 위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

다. 객체 추적 기술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카메라로 촬

영된 영상 내 존재하는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거나 

이동식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의 3차원 

움직임과 객체의 움직임을 동시에 추적하는 것을 말

한다[2].  

객체 추적은 컴퓨터 비전의 2가지 주요 기술을 필요

로 한다. 하나는 탐지(detection)이고, 다른 하나는 추적

(tracking)이다. 탐지는 영상 내 찾고자 하는 대상, 즉 

객체를 찾는 것이고, 추적은 영상 내 특정 대상의 위치 

변화를 찾는 것이다. 추적 알고리즘은 크게 2가지로 분

류되는데, ① 탐지가 초기화에만 사용되고 이후 탐지 

없이 시간에 대한 객체의 움직임에 대한 추정이 객체의 

움직임 흐름에 의한 변이 추적에 의존하는 경우와 ② 

매 프레임마다 탐지를 하고 매 프레임에서의 탐지결과

에 대해 객체 간 매칭(matching)에 의해 추적을 수행하

는 경우(tracking by detection)가 있다[3]. 

추적 방법은 검출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람을 포함하

지 않는 배경 영상을 모델링한 후 현재의 카메라 입력영

상과 배경 영상과의 차이를 구해 움직임 영역을 검출한

다. 이 경우 사람이 엇갈리거나 중복됨으로 인해 검출 

영역의 수와 추적 객체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람

에 대한 추적이 유지되도록 강인하고 고도화된 매칭 기

술이 필요하다. 추적 과정에서 사용되기 위해 추출되는 

특징 정보로는 컬러, 에지(edge), 광류(optical flow), 텍

스쳐 등이 있고, 알고리즘에 따라 다양한 특징들을 조합

하여 사용한다. 특징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Kanade-

Lucas-Tomasi Feature Tracker(KL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SIFT),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HOG), Haar 특징, Ferns, Local Binary 

Pattern(LBP), Modified Census Transform(MCT) 등이 

있다[4]. 

추적 알고리즘은 특징의 형태에 따라 포인트 기반 추

적, 커널(kernel) 기반 추적, 실루엣(silhouette) 기반 추

적으로 나뉜다[5]. 커널 기반 추적은 객체의 외형 모양

을 따라 그 변환 과정을 추적하고, 실루엣 기반 추적은 

객체의 에지 정보를 이용해 윤곽의 일치 여부에 따라 추

적한다. 검출된 객체의 특징이 포인트의 형태로 표현되

는 포인트 기반 추적은 포인트들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위해 칼만 필터(Kalman filter) 방식, 파티클 필터

(particle filter)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칼만 필터는 ① 객체의 상태(위치와 속도)를 선형 시

스템을 이용해 이전 상태로부터 예측(prediction 또는 

estimation)하고, ② 새로 들어온 현재의 상태에 대한 

측정값으로 보정(update)하는 과정을 반복한다[6]. 칼만 

필터의 경우 상태 변화가 선형 시스템으로 예측 가능하

지 않는 움직임을 포함하는 경우에 취약하다.  

이에 반해 파티클 필터는 파티클의 상태를 가중치 정

보(샘플의 중요도)를 갖는 샘플들의 집합으로 표현한다. 

즉, 객체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중치를 가진 샘플

들로 근사화시킨다. 상태 초기화 이후의 파티클 필터의 

동작 순서는 ① 이전 측정값으로부터의 현재의 위치를 

예측하고, ② 현재 측정값으로부터 중요도 가중치를 업

데이트하고, ③ 파티클 중 높은 예측 확률(likelihood)을 

갖는 파티클 위주로 리샘플링한다[7]. 이를 순차적 중요

도 샘플링(Sequential Importance Sampling, SIS) 이라

고 한다. 위 3가지 과정은 반복되며 리샘플링된 파티클

을 이용해 객체의 위치를 예측한다. 파티클 필터 추적 

방식이 객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변화에도 강건하여 

추적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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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 네트워크 기반 카메라 제어 기술 

카메라 연동 제어 기술은 고정 카메라와 PTZ 카메라

를 마스터-슬레이브 모델로 구성함으로써, 원거리 객체

에 대한 근거리 영상을 얻기 위해 PTZ 카메라를 연동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술은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필수적이고, 사람/얼굴 식별, 비정상 

행동 탐지와 같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위한 요소 기술

로 활용도가 높다.  

고정 카메라와 PTZ 카메라는 동일 네트워크로 연결

되고 멀티 카메라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해 영상 동기화와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과정을 거친다. 이후, 고정 

카메라에서 전달된 객체 좌표를 PTZ 좌표로 변환하고, 

이 PTZ 값에 대한 제어 정보를 이용해 PTZ 카메라를 

제어한다. PTZ 컨트롤을 통해 관심 객체를 원하는 크기

로 PTZ 카메라 영상 중심에 위치 시키고 관심 객체에 

대한 근거리 영상을 획득한다. 이 때 캘리브레이션은 멀

티 카메라의 위치, 자세 정보를 얻기 위해 패턴을 이용

해 카메라 파라미터를 계산하거나 대응점 매칭 기반의 

호모그래피(homography)를 이용해 고정 카메라와 PTZ 

카메라 영상 간의 변환 관계를 계산한다. 

Ⅲ. 기술동향 

본 장에서는 객체 중심 다각도 영상 획득을 위한 다중 

촬영, 객체 추적, 카메라 네트워크 기반 카메라 제어에 

대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중 촬영 기술 

본 절에서는 다중 촬영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국내 

Internet Protocol Television(IPTV) 사업자와 방송사에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소개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에서 개발한 주요 서비스 내용[8]을 소개한다.  

 

• IPTV 사업자인 KT는 2010년부터 자사가입자 대

상 멀티 앵글 비디오 및 프로야구 편파중계 서비

스 실시함.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대왕의 꿈’, ‘2014 

KLPGA SBS 골프’ 등 국내 방송 프로그램 내 다

수 카메라를 통한 타임 슬라이스 특수 영상 제작 

기법 사용됨. 

• SBS 스포츠 채널에서는 70대 이상의 카메라 영상

을 동일한 시간대에서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타임 

슬라이스 기법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의 중요

장면을 4D 리플레이라는 서비스로 제공함. 

• 미국 YouTube사는 2015년 2월부터 일부 채널에 

대해 동영상 감상 중 시점을 변경하는 다중 카메

라 앵글 기능을 시범 도입함. 

• 앱 개발 회사인 영국 Touch Press사는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다양한 각

도에서 촬영한 멀티 앵글 비디오를 보여주는 아이

패드 앱 Vivaldi’s Four Seasons 출시함. 

• 캐나다 National Hockey League(NHL)는 다중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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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피드 동기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다중 스크린 

뷰를 이용해 골 여부 판정 분석 및 멀티 앵글 뷰를 

제공함[(그림 1) 참조]. 

• 미국 Waco 대학과 Extreme Networks사, 

YinzCam사가 협력하여 McLane Stadium 내에서 

진행된 대학 미식축구 경기에 대해 모바일 기기에

서 사용자가 선택한 시점의 비디오를 리플레이 하

는 앱 Baylor In-Game을 개발함[(그림 2) 참조]. 

• 미국 해리스, 일본 소니 등이 방송용 카메라 중심 

다중 카메라 촬영 및 획득 관련 솔루션 보유함. 

• 캐나다 Vizrt사는 기존의 스포츠 방송화면을 분석

하여, 선수별로 위치를 분석하거나, 다른 각도에

서 바라본 영상을 가상으로 생성하여 보여주는 시

스템을 개발함. 

2. 객체 추적 기술 

본 절에서는 국내 및 국외 주요 대학에서 기존에 개발

한 객체 추적 기술 현황[8]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광주과학기술원은 카메라 움직임에 강건한 객체 

탐지기 검출 기반의 다중 객체 추적 기술 보유함. 

• 포항공대에서는 사람 검출기와 추적기를 결합하여 

신체 일부의 가려짐, 자세의 변형, 장면 전환 등에 

강인한 추적 기술을 개발함. 

• 미국 MIT 대학의 Chris Stauffer 교수는 학습에 

기반한 보안 카메라용 자동 객체 추적 기술 보유

함[(그림 3) 참조]. 

• 독일 뮌헨 대학에서는 Automated SPort Game 

Analysis MOdel(ASPGAMO) 과제를 통해 여러 대

의 TV 방송 카메라 영상 내에서 선수들을 검출하

고 추적하여 선수들의 움직임 정보를 생성하는 기

술을 개발함. 

• 포르투갈 Porto 대학에서는 실내 스포츠 경기를 

천장에 설치한 두 대의 고정 카메라를 이용해 촬

영하면서 선수 검출과 그 선수의 팀 정보에 대한 

식별 후 실시간으로 선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

발함[9]. 

•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는 멀티 카메라 추적 방법

과 파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중복되는 사람 영역을 

검출, 머리, 상체, 다리 영역을 구분하여 검출하고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함[10]. 

• 중국 과학원에서는 HOG 특징을 기반으로 한 아

다부스팅(Adaptive Boosting, AdaBoost) 방법으

로 머리 영역을 검출하고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 

객체를 추적함[11]. 

3. 카메라 네트워크 기반 카메라 제어 기술 

본 절에서는 카메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카메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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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주요 개발내용을 기술한다.  

 

• 미국 Stanford 대학 Hamid Aghajan 교수는 다중 

카메라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디오 보안 시스템을 

개발함[8]. 

• 일본 캐논사는 고정식 카메라로 상대적으로 저해

상도인 전역 영상을 얻고 특정 객체를 추적하면서 

그 객체에 대한 고해상도의 확대된 영상을 얻기 

위해 이동식 PTZ 카메라를 연동 제어함[12]. 

• 미국 GE 글로벌 리서치는 제한된 개수의 PTZ 카

메라로 감시 대상의 근접 영상을 효과적을 얻을 

수 있도록 PTZ 스캐줄링을 위한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를 제시하였고, PTZ 카메라별 

감시 영역을 객체와 PTZ 카메라와의 거리, 화각

을 이용해 분할함으로 광역 보안 시스템에 대해 

연구함[6]. 

• 이탈리아 Florence 대학은 PTZ 카메라 네트워크

를 이용해 고정식 카메라 영상 내 사람의 발 위치

와 PTZ 카메라 영상에서의 머리를 매칭하도록 하

는 실시간 변환 관계를 예측함으로 다수 PTZ 카메

라를 이용해 협조적으로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함[6]. 

Ⅳ. 객체 중심 다각도 영상 획득 기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각도 영상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추적 기반 PTZ 카메라 연동 제어를 통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나 스포츠 분야로의 효용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추적 성능의 강인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독보적인 

성능을 보이는 연구는 없어 보인다. 본 절에서는 ETRI

에서 개발 중인 객체 중심 다각도 영상 획득 기술에 대

해 소개한다. 이 기술은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해 다수 

객체를 추적하고, 그 영상 내 추적 객체 위치 정보를 전

달하면 각 PTZ 카메라별 호모그래피를 통해 타겟 PT 

값을 자동 계산해 제어한다. 관심 객체를 촬영하는 다중 

PTZ 카메라를 한 그룹으로 지정하여 추적 객체에 대한 

확대된 다각도 고해상도 PTZ 카메라 영상을 얻을 수 있

다. 관심 객체의 수는 PTZ 카메라 그룹 수에 따라 여러 

명으로 확장 가능하다. 이러한 영상들은 스포츠 경기와 

같은 방송 화면에서 시청자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선수 

위주로 촬영된 주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개

인 맞춤형 콘텐츠로 이용될 수 있다. 

1. 다중 카메라 촬영 환경 

실내 스포츠 경기를 주 방송 서비스 콘텐츠로 타겟팅

하고 경기장 환경에 맞도록 다중 카메라를 배치하였다. 

전체 경기장을 촬영하기 위해 경기장 천장에 좌, 우 영

역을 촬영하는 두 대의 고정식 Internet Protocol(IP) 카

메라를 설치해 두 개의 top-view 영상을 획득한다. 이 

두 영상을 이용해 경기장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 영

상을 만들어 선수들의 위치를 추적한다. 이를 기준 좌표

계로 사용해 PTZ 카메라와의 연동 제어를 한다. 선수별 

다각도 영상을 얻기 위해 선수별로 4대의 PTZ 카메라

를 경기장 바깥 영역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경기장 중앙

을 바라보도록 배치하였다. (그림 4)는 실제 농구 경기

에 대해 객체 중심 다각도 영상 획득 소프트웨어를 사용

한 모습이다. 세부 기능으로 다수 고정식/PTZ 카메라 

영상 획득, 표출, 저장, 기준 평면 상 객체 추적 위치 표

출, 기준 평면과 PTZ 카메라 간의 캘리브레이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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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에 대한 카메라 그룹 연동 설정, 다수 PTZ 카메라 

자동 제어를 통한 선수별 다각도 영상취득이 가능하다.  

2. 기준 평면을 통한 통합 좌표계 변환 기술 

다수 고정식 카메라 이용 시 전체 촬영 영역 내에서의 

객체 추적 위치를 파악하도록 전체 경기장 평면을 포함

한 통합 좌표계가 필요하다. 각각 두 영상 간 대응점을 

이용해 호모그래피 관계식을 계산하고 전체 경기장으로 

정의된 기준 평면 상으로 각 카메라 영상을 투영한다. 

이와 같이 통합 좌표계로 투영된 영상들에서 영상별로 

사용될 영역을 선택하고 이 영역들을 정합하여 하나의 

통합 영상으로 만든다. 이 통합 영상은 PTZ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한 기준 평면으로 이용된다. 

3. 객체 추적 기술 

선수 간의 겸침이 빈번한 실내 스포츠 경기 특성에 맞

춰 안정적인 선수 추적을 위해 두 가지 추적 기법을 상

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① 운동 경기의 특성 상 빠른 움직임 변화

에 강인하도록 파티클 필터 기반 추적을 사용한다. 이 

때 객체의 특징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데 유사도 맵 기

반 컬러 히스토그램 세분화[13]를 이용한다. (그림 5)와 

같이 추적하는 물체와 유사한 시각 정보를 갖는 주변 영

역을 사전 확률 지도를 모델링해 유사도 맵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다. 객체가 유사 색상 지역으로 이동 시 컬

러 히스토그램 세분화로 적응적 관측 모델을 설정한다

[(그림 5) 참조]. 이 추적 방식은 미세한 시각 정보 부각

을 통한 객체와 주변 영역 간의 분리 성능 향상되는 장

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수 간의 겸침이 

빈번한 실내 스포츠 경기 특성 상 유사도 맵 기반 추적 

기법만으로는 경기 40초 이내 추적 실패가 발생한다. 

추적 실패 시 자동 검출을 통한 재추적을 시작할 수 

있도록 ② 자동 검출 레이블링(labeling) 기반 추적 기법

을 함께 사용한다. 객체는 컬러 정보를 이용한 배경 분

리(background subtraction)로 자동으로 검출된다. 이 

때 영상의 색 좌표계 변환으로 그림자 효과를 최소화한

다. 검출된 객체의 위치와 이전 추적 결과의 거리를 비

교하여 객체 ID를 유지하고, 추적 실패 시 재추적을 위

한 객체의 위치를 제공한다. 경기 중 선수 간 겹침이 발

생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난 후 객체들 간 거리가 떨어

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객체의 추적 위치를 보정한다. 따

라서 유사도 맵 기반 추적 기법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경

기 내내 추적 오류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면서 보다 안정

적인 추적 결과를 제공한다. 

현재 방식의 장점은 운동 경기라는 특성에 맞춰 유니

폼 색상이라는 컬러 정보를 세분화하여 이용한다는 점

과 top-view를 이용한 자동 검출 레이블링 추적 방식을 

이용하여 경기 내내 객체를 분리, 검출, 재추적하기 용

이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높은 곳에서 객체를 추적하기 

어려운 일반 실내나 사무실 환경 아래에서는 객체의 움

직임에 따른 객체의 모양 변화가 심해 객체 검출이 용이

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체의 움

직임에도 변하지 않는 특징점과 광류와 같은 움직임 기

반의 추적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4. PTZ 카메라 연동 제어 기술 

객체 추적 기반 다중 PTZ 카메라 연동 제어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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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그래피를 이용해 추적 객체의 위치에 따른 다중 카

메라 Pan-Tilt 값을 자동으로 동시에 계산하여 PTZ 카

메라를 제어한다. 이 때 선수와 카메라 간 거리를 고려

해 줌을 적응적으로 제어하고, 위치 예측을 통한 연속 

이동 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부드럽게 PTZ 카메라가 이

동하도록 한다. 다중 카메라 레이아웃 제어의 최대 지연

시간은 400ms 이내 수준이다. 

Ⅴ. 맺음말 

최근에는 개인화된 미디어 제공이 용이해지고 그 이

용이 확산됨에 따라 시청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영상 서비스 관련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생성하

는 방법 중 하나로 다중 카메라를 이용한 다각도 촬영 

및 카메라 제어 기술과 객체 추적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추세에 맞춰 

객체 중심의 다각도 영상 획득을 위해 필요한 다중 촬영 

기술, 객체 추적 및 카메라 제어 기술개요와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ETRI에서 연구 중인 객체 중심 다각

도 영상 획득 기술에 대해 살펴봤다. 향후에는 스포츠 

방송 시스템이나 지능형 방범 시스템에서 객체 추적 기

반으로 카메라를 연동 제어하며 관심 인물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등 보다 의미 있는 맞춤형 영상 콘텐츠 생성과 

제공이 더욱 확대되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약어 정리 

ASPGAMO Auto-mated SPort Game Analysis MOdel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IP Internet Protocol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KLT Kanade-Lucas-Tomasi 

LBP Local Binary Pattern 

MCT Modified Census Transform 

NHL National Hockey League 

PTZ Pan-Tilt-Zoom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S Sequential Importance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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