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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Log-Polar을 이용하여 회전 및 크
기 변화에 강인한 상관 필터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추적대상을 설정하고 해당 영역에서 색상과 HOG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을 사용하여 상관필터를 학습하고
상관필터 응답값을 계산한다. 그 다음, 이전에 설정한 관심영역
에서 Log-Polar 변환을 하고 HOG 특징을 추출한다. 그리고
Phase Correlation을 통해 Log-Polar 변환 이후 객체의 위치, 각
도, 크기 응답을 계산한다. 계산된 상관 응답과 위치, 각도, 크기
응답을 가중 연산하고, 최대 응답값을 계산한 후 위치를 추정한
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Phase Correlation 회전각도, 크기 응답값
을 통해 객체의 회전이나 크기 변화에 맞게 추적한다.
Abstract

1. 서

2. 본

론

2.1 전체 시스템 블록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og-Polar을 이용하여 회전 및 크기 변
화에 강인한 상관 필터 추적 방법의 전체 시스템 블록도는 그림
1과 같다.

론

최근 범죄와 사건 사고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주
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은행이나 공항 등 감시 범위가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침입자나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추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사고를 미리 대처할 수 있다.[1]
이러한 객체 추적 분야에서는 단조로운 배경의 객체 추적뿐만
아니라 복잡한 배경의 추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추적 중인 객
체의 크기가 변하거나 객체가 회전하게 되면 초기 추적대상과
외형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객체의 정
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추적 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추적 알고리즘에는 복잡한 배경에서 객체를 추적할 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DCF(Discriminative Correlation Filter)기반 추
적 알고리즘이 있다. 대표적으로 KCF(Kernelized Correlation
Filter)[2], MOSSE(Minimum Output Sum of Squared Error)[3]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관 필터는 일부의 환경 변화나 객
체 특징 변화에서만 강인하며, 객체의 회전이나 크기가 변화할
경우 잘못된 위치로 추적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단일 특징 기반 추적기인
MOSSE 필터는 적은 양의 학습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추적기이
므로 특징 추출을 다중 특징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다차원으로
확장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인 Multi-DCF기반 추적기
를 구성한다. 객체를 검출하기 위해 색상 히스토그램 특징과 객
체의 형상을 특징으로 추출하는 HOG 알고리즘[4]을 결합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또한, 객체 회전이나 크기가 변화하면 추적 중
인 객체를 놓치게 되는 기존 추적기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Log-Polar 왜곡 불변 특징[5]을 추출하여 객체 추적을 강인하게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추적객체의 영역을 설정하고 해당
영역인 패치에서 색상과 HOG 특징을 추출한다. 그 다음 상관필
터를 통한 응답값을 계산한다. 그 다음 Log-Polar 변환한 패치
에서 HOG 특징을 추출하고 회전 및 크기 변화한 객체의 위치,
각도, 크기 응답을 Phase Correlation을 통해 계산한다. 그 후 계
산된 상관 필터 응답값에 Phase Correlation 응답값을 가중 연
산을 한다. 그중 최대 응답값으로 객체의 위치를 추정한다. 계산
된 객체에 위치에 따른 각도, 크기값을 통해 패치를 회전 및 크
기 변화를 하여 추적을 한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블록도

제안하는 추적 방법은 먼저, 첫 프레임일 경우 영상 내에 추적
대상의 ROI 영역을 설정한다. 설정된 영역 크기의 패치를 통해
색상과 HOG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객체의 특징을 푸리에 변
환으로 상관필터 학습을 하고 역 푸리에 변환으로 상관필터 응
답값을 계산한다. 크기와 회전을 계산하기 위해 이전에 설정한
패치를 Log-Polar 변환하고 HOG 특징을 추출한다. 그리고 푸
리에 영역에서 Phase Correlation을 통해 객체의 회전 및 크기
변환 후 위치, 회전각도, 크기 응답을 계산한다. 계산된 상관 응
답과 가중 연산을 하고, 최대 응답값을 계산을 한 후 객체의 위
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Phase Correlation 회전각도,
크기 응답값을 통해 어파인 변환을 하여 객체의 회전이나 크기
변화에 맞게 추적한다. 이를 반복하여 객체를 추적하게 된다.
2.2 Log-Polar 변환

ROI 크기로 설정된 객체의 패치는 직각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형태로 표현된다. 이대로 회전각과 크기를 계산하면
객체의 패치 크기에 영향을 받아 회전각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og-Polar 변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인간의 시각적 특징인 홍채와 같은 상태로 변환한다.
Log-Polar 변환은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
록 특징 밀도가 감소한다.

<그림 2> Log-Polar 변환

그림 2를 보면 Log-Polar 변환에서 객체가 회전 변화는 수직
축  을 통해 변환되고, 마찬가지로 크기 변화는 수평축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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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환된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식(1)을 따른다.

(a) 기존 추적 방법

  log           
  
  arctan 
  





   

(1)

Log-Polar 변환을 통해 회전각과 크기를 구하였지만, 패치는
회전 및 크기 변화에 따라 추적대상의 중심값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Phase Correlation을 통해 패치에서 추적대상의 중심값
을 계산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 식 (2)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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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전과 크기 변화에서 객체 추적

위에서 설명한 다중 특징을 사용하기 위해 다차원으로 확장한
Multi-DCF 추적기를 적용한다. 객체의 특징 추출은 HOG와 색
상을 적용하였다. 식 (3)는 Multi-DCF의 계산된 상관응답에
Log-Polar 변환에서 계산한 Phase Correlation 응답값을 가중연
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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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계산된 상관필터의 최대응답값을 이용하여 객체 위치
업데이트를 하며 추적한다.
2.4 어파인 변환(Affine Transform)

Log-Polar 변환을 통해 계산된 회전각과 크기를 통해 객체의
추적 패치를 업데이트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 식(4)를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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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추적 방법
46.5%

제안하는 추적 방법
90.1%

<표 1> 추적 실험 결과 정확도 표

 는 Phase Correlation의 응답값이다.  는 푸리에 역변환
을 나타내고,   는 이전 영상의 패치 중심,
  은 현재 영상의 패치 중심을 나타낸다.
exp     은 이동성분에 대한 항이다.



DragonBaby

(2)





(b) 제안하는 추적 방법
<그림 3> 회전 및 크기 변화 추적 실험

그림 3(a)는 기존 Multi-DCF 추적기의 추적 방법이고, 그림
3(b)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og-Polar을 적용하여 크기와 회
전에 강인한 추적 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기존 추적 방법은
단일 특징을 이용하여 추적하기 때문에, 추적속도는 빠르나 객
체의 특징값을 정확히 추출하지 못하거나 객체가 회전 및 크기
변화를 하면 추적 실패한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색상, HOG
특징을 결합하여 추출하므로 객체와 배경을 분리할 수 있으며
Log-Polar 변환을 통해 객체가 회전 및 크기가 변해도 객체를
기존의 방법보다 높은 성능으로 추적하는 것을 표 1에서 볼 수
있다.
4. 결

본 논문에서는 Log-Polar을 이용한 회전 및 크기 변화에 강인
한 상관필터 추적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먼저, 기존
의 MOSSE 필터의 단점인 단일 특징 추적과 회전 및 크기 변
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Multi-DCF를 이용하여
HOG와 색상 히스토그램 특징을 통해 객체의 위치를 계산했다.
그리고 Log-Polar 변환을 통해 각도와 크기를 계산하였고, 회전
및 크기 변화한 객체를 추적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으며 이후에 장기 폐색 상황에서도 추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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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는 객체 패치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고,  은 패치의 회전을
표현한 것이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로 계산된 크기가 무한정
으로 커질 경우, 객체 위치를 탐색에 실패하기 때문에 첫 프레
임 추적대상의 패치인  의 최대 크기를 , 최소 크기를
 으로 설정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고찰

본 논문의 실험 환경은 AMD RYZEN 7 3700X 3.6GHz, RAM
16GB, RTX 2060 6GB의 사양의 PC에서 Python을 이용하여 구
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OTB-2015에서 제공한 640*360
해상도의 RGB 영상 데이터 셋 DragonBaby를 사용하여 실험하
였다.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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