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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상관필터 기반 객체추적에서 필터
학습영역 설정을 통해 기존 관심영역에서 배경영역을 제거하고
추적객체의 영역만을 사용해 상관필터를 생성 및 학습하여 추적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기
존 CSRDCF의 전배경 분리 결과의 모든 영역을 찾은 뒤, 각각
의 영역들의 중심을 필터 학습영역의 중심과 비교한다. 그 다음,
최중심의 영역을 제외한 주변 영역들을 제거하여 최종영역만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해당 영역을 사용하여 상관필터를 생성하고
학습시켜 객체를 추적한다.
Abstract

1. 서

2. 본

론

2.1 전체 시스템 블록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관필터 기반 객체추적에서 필터 학습
영역 설정을 통한 추적성능 개선 방법의 전체 시스템 블록도는
그림 1과 같다.

론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란 단순히 CCTV 영상을 녹화, 저
장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나 차량을 탐지, 추적하거나 이상행
동을 감지하는 등 CCTV 영상 내 상황을 소프트웨어 스스로 인
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 지능형 영상감시 시
스템에서 객체 추적 기술은 핵심 기술이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성능 처리 작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객체 추적 알고리
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객체 추적 방법 중 상
관필터 기반의 추적 방법이 적은 연산량으로 높은 추적 정확도
를 보이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OSSE[2]는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사용한 상관필터 기반 추적을 처음 제시하였고 KCF[3]
는 필터링 결과 값의 분포가 물체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
안 형태가 나오도록 필터를 학습하여 빠른 연산속도와 높은 추
적정확도 및 왜곡에 강인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
푸리에 변환 기반 상관필터 추적 알고리즘은 필터와 필터 학습
영역의 크기가 같아야 하므로 탐지 범위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탐지 범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은 더 넓은 영역에서 필터를 학습시키는 것이지만 그 경우, 객
체 영역보다 주변의 배경과 잡음의 영역이 넓어 추적 성능이 크
게 떨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넓은 필터 학습영역에
서 배경의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추적을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CSRDCF[4]에서 추적객체 주변의 필터 학습영역에서 추
적객체와 주변 배경을 분리하여 필터를 생성하고 학습하는 공간
신뢰도를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배경의 영향을 줄이고 객체의
형태정보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객체 주변에 유사객체, 잡음이 있
거나 영상의 급격한 화면 변화가 있는 경우에 잘못된 공간신뢰
도가 추정될 수 있다. 잘못된 공간신뢰도가 추정될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추적 정확도가 낮아지게 된다.
본 논문은 CSRDCF 추적 알고리즘에서 필터 학습 영역인 공
간신뢰도 영역을 재설정하여 추적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기존 방법에서 추출한 객체 영역들
의 중심 좌표를 계산하고 각각의 중심들과 필터 학습영역의 중
심의 좌표를 비교한다. 그 다음 최중심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제거하여 최종 필터 학습 영역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최종 영역을 사용해 상관필터를 생성하고 학습시켜 객체
를 추적한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블록도

먼저 연속하는 RGB 컬러 영상을 입력받는다. 그 후 특징추
출, 전배경 분리 이후 제안하는 방법인 필터학습 영역 설정을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전배경 분리를 통해 추출된 객체 영역들
의 중심 좌표를 계산하고 각각의 중심들과 필터 학습영역의 중
심의 좌표를 비교한다. 그 다음 최중심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제거하여 최종 필터 학습 영역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최종 영역을 사용해 필터를 업데이트하고 다음 프레임의
특징과 필터의 상관응답을 계산하여 추적객체의 위치를 추정한
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객체를 추적한다.
2.2 필터 학습영역 설정 방법

필터 학습영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넓은 영역의 필터로 객체
를 추적할 때 추적대상인 객체보다 배경의 영역이 더 커서 추적
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방법은 배경제거를 통해 배경의
영역을 줄였지만 그림 2(a)와 같이 다수의 객체영역이 추정된
경우 여전히 배경의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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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잘못 추정된 영역 예시
(b) 올바른 영역 예시
<그림 2> 필터 학습영역 예시

제안하는 필터 학습영역 설정 방법은 다수의 객체영역이 추정
된 경우 최중심의 영역만을 올바른 객체영역으로 판단하여 나머
지 영역을 제거한다. 먼저 전배경 분리를 통해 추출된 객체 영
역들의 중심 좌표를 계산하고 각각의 중심들과 필터 학습영역
중심인  의 좌표를 비교한다.  와  는 다음 수식 (1)과 같
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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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추적 방법



여기서  는 번째 프레임에서 전배경 분리를 통해 추출된 
개의 객체 영역 중 번째 객체영역을 나타낸다.  는 번째 프
레임의 관심영역의 중심을 나타낸다. 최중심의 영역을 구하기
위한 거리비교 방법은 다음 수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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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  의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내고  은 개의
영역의 거리 중 최단거리를 나타낸다. 최종 필터 학습영역 
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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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계산된 필터 학습영역은 그림2(b)와 같
다. 제안한 방법인 그림 2(b)는 기존 방법인 그림 2(a)에 비해
배경의 영향을 감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2.3 제안된 방법을 통한 추적성능 향상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필터 학습영역 설정 방법을 통해 계산된
상관필터의 응답과 추적결과는 다음과 같다.

(b) 제안하는 추적 방법
<그림 4> 객체 추적 결과 비교

실험에서 초기 Bounding Box 설정은 DataSet에서 제공되는
Ground Truth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4는 기존 CSRDCF 추적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필터학습 영역을 적용한 객체추적
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영상 내 초록색 병이 기존 추적대상인
검정색 라벨을 갖는 병의 앞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완전폐색을
거치며 이동한다. 그림 4(a)를 보면 완전폐색이 발생이 되고 난
후 기존 대상을 추적하지 못하고 새로운 대상을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적 방법을 적용한
그림 4(b)를 보면 완전폐색 이후에도 기존 추적대상을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추적 정확도는
위 표 1과 같다.
4. 결

본 논문에서는 CSRDCF 추적 알고리즘에서 필터 학습영역
설정을 통한 추적성능 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먼저 기존 CSRDCF 알고리즘에서 계산된 공간신뢰도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을 찾아 중심좌표를 계산하였고 그 다음 공간신뢰도
영역의 중심좌표와 비교를 통해 최중심의 영역을 제외한 주변의
영역은 객체가 아닌 주변 영역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마지
막으로 최종 객체영역을 사용하여 필터를 생성 및 학습하여 객
체를 추적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향
후 상관필터 기반 객체추적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a) 기존 추적 방법
(b) 제안하는 추적 방법
<그림 3> 필터 상관응답 비교

그림 3(a)는 기존 추적 방법의 상관응답이고 그림 3(b)는 제안
하는 방법을 적용한 추적의 상관응답이다. 그림의 파란 영역은
필터학습영역이며 해당영역에 제안하는 영역 설정방법이 적용된
다. 기존 추적 방법은 추적객체 주변에 유사객체가 존재할 때
유사객체에도 높은 상관응답이 나오게 되고 해당 응답이 추적객
체의 응답보다 높을 경우 유사객체를 추적하게 되는 추적 실패
가 발생한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추적객체 주변의 영향을 줄
여 추적객체를 올바르게 추적함을 보인다.
3. 실험 및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Windows 10 64Bit, Intel Core
i7-3770@ 3.40GHz, RAM 8GB의 성능을 가지는 PC에서 진행하
였다. 실험 영상은 OTB-100에서 제공되는 640×480의 RGB 영
상인 Liquor이다. 실험 결과로는 표 1,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표 1> 객체 추적 결과

Method
Result

Proposed MOSSE[2] CSRDCF[4]
98.8%
19.7%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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