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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객체 상호작용을 위한 복잡 배경에서의 객체 인식

요 약

사용자-객체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영상 내 객체의 종류와 위

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용자가 객체에 관련된 행동을 취할 

경우, 그에 맞는 상호작용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객체인식에 

널리 사용되는 지역 불변 특징량 기반의 방법론은 복잡한 배경

이나 균일 물체에 대하여 잘못된 매칭으로 인식률이 저하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컬러와 깊이 근접도 기반 깊이 

계층을 나누고, 복잡 배경으로부터 생기는 잘못된 특징점 대응

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깊이 계층과 인식 물체 영상간의 특징

점 대응을 수행한다. 또한, 각 깊이 계층영역에서 색상 히스토

그램 재투영으로 객체의 위치를 추정하고 추정 영역과 인식 물

체 영상간의 생상 및 깊이 유사도를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복

잡 배경 효과를 최소화한 특징점 대응의 수, 색상 및 컬러 유사

도를 고려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여 객체를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해 복잡한 배경에서도 사용자와 객체간의 유연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Ⅰ. 서 론

최근, 사용자-객체 상호작용을 통하여 단방향 콘텐츠가 아닌 

사용자와의 양방향 콘텐츠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

호작용을 위해서는 영상 내 의미있는 객체에 대한 종류와 위치

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SIFT[1]나 

SURF[2] 같은 지역 불변 특징량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점 매칭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방대한 양의 콘텐츠 생성과 실시간

성을 필요로 하는 초다시점 단말기 및 콘텐츠 저작도구에서는 

높은 대응 정확도를 가지면서도, 비교적 계산량이 적은 지역 불

변 특징량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지역 불변 특징점 매칭 방

법에서 사용되는 기술자가 크기, 회전 변화 그리고 노이즈에 대

하여 강인하다고 할지라도 <그림 1>에서와 같이 복잡 배경에서

의 객체 인식이나 균일 객체에 대한 인식의 경우 매칭 성능의 

저하를 가져온다. RANSAC[11][12]과 같은 잘못된 매칭을 제거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매칭 정확도를 증가 시킬 수 있으나 잘못

된 매칭이 더 많을 경우 그 정확성을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사

용자-객체 상호작용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 

위와 같은 복잡 배경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들이 제안되었다. Stein과 Hebert는 영상 분할을 통한 객체 인

식 방법을 제안하였다[3]. 그러나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ground

와 객체에 대한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객체 인식

에는 적합하지 않다. Kim 외 2인은 지역 특징량과 이를 지지하

는 특징량을 similarity와 proximity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가

중합으로 배경을 labeling하여 복잡 배경의 효과를 줄이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4]. 그러나 배경에 인식 객체와 비슷한 객체

가 있다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최근 Microsoft사의 Kinect 

같은 RGB-D 카메라를 이용하는 객체 인식 방법들이 제안되

었다. 색상을 이용한 단순 외형 정보와 깊이 정보를 이용한 지

역적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할하고 Random forests를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5]. 또한 색상

과 깊이 정보 이용한 GIFT 기반 객체 인식 방법이 제안되었다

[6].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복잡 배경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아 

그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Saenko외 7인은 색

상과 깊이 정보를 이용한 영상 분할과 Naive Bayes Nearest 

Neighbor(NBNN)를 이용한 객체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7]. 

그림 1. Database 영상(왼쪽)과 입력 영상간 RANSAC을 이용한  

특징점 매칭(오른쪽)

(노란색 선 : inliers, 보라색 선 : 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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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험에서 객체가 놓여있는 표면을 제거하는 방법이 따

로 사용되었고 배경이 복잡하지 않아 복잡 배경하의 인식 성능

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색상과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복잡 배경에 강인

한 객체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영상 분할을 통하여 목적 객체

를 복잡 배경에서 분리 하고 각 분할 영역과 database 영상과 

특징점 대응을 하면 다른 영역보다 높은 매칭률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컬러 유사성 기반의 영상 분할은 모호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색상과 깊이정

보를 동시에 이용하여 영상분할을 수행함으로써 강인성을 확보

하였다. 기존의 지역 불변 특징 기반의 인식 방법들은 목적 객

체가 균일한 컬러를 갖는 경우에 취약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를 위해 계층 영역 내에서 지역 불변 특징량을 통한 매칭 뿐만 

아니라 컬러 히스토그램 기반의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동시에 

사용하여 목적객체의 후보위치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역 

불변 특징량을 통한 매칭과 컬러 히스토그램 기반의 후보위치 

선정을 기반으로 색상과 깊이 정보의 유사도를 함께 고려하여 

신뢰성 측정을 함으로써 복잡한 배경과 균일한 컬러를 갖는 목

적객체의 강인한 인식을 가능케 하였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은 복잡한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개

발된 객체 인식기를 통해 추후 사용자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 시 

그 기능성을 높이게 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2장에서는 깊이 계층을 

이용한 객체 인식을 다루며, 3장에서는 이를 통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낸다.

Ⅱ. 깊이 계층을 이용한 객체 인식

<그림 2>는 제안된 복잡 배경에서의 강인한 객체 인식 방법의 

흐름을 나타낸다. 깊이 근접 영상 분할을 통하여 목적 객체와 

복잡 배경을 분리하고 특징점 대응을 수행한다. <그림 2(a)>와 

<그림 2(b)>는 영상 분할을 통한 특징점 대응이 목적 물체를 포

함하고 있는 계층에서 복잡 배경으로부터 생기는 부정확한 대

응을 효과적으로 줄여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계층 영역의 객

체 후보 영역과 database 영상간의 색상, 깊이 유사도 및 정규

화된 특징점 대응수를 고려한 신뢰도를 산출하여 복잡 배경에

서 객체 인식을 수행한다. 

1. 깊이 계층영역에서의 특징점 매칭 

목적 객체를 복잡 배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깊이 근접도 기반 K-mean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한다. 을 

계층의 개수, 을 database 객체의 개수, 를 픽셀 위

치 와 해당 위치의 깊이 정보 의 삼차원 벡터, 분할 영역 

집합을 라고 할 경우, 깊이 근

그림 2. 제안된 방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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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 기반 K-mean clustering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영상 위치에 대한 삼차원 벡터  =  

는 복잡 배경의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로 사용하였다. 

만약 의 개수가 작다면, 각 계층 영역은 복잡배경을 많이 

포함할 것이고 의 개수가 크다면 목적 물체가 여러 개의 계

층 영역에 존재할 수 있고 이는 분할을 통한 객체 인식 성능을 

저하시킨다. 최적의 분할개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을 변화시

켜가며 어떤 영역이 목적 물체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는 비율, 

평균 포함 비율(average inclusion ratio)를 측정하였다<그림 

3>. 평균 포함 비율은  일 때 가장 높지만 큰 분할 영역

은 복잡 배경을 많이 포함 하고 있어 분할 기반의 객체 인식 효

과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분할 개수는 10으로 설정하였다.

영상 분할 후 계층 영역 과 database 객체 사이의 

Homography-RANSAC을 이용한 지역 특징점 매칭을 수행하

여 복잡 배경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잘못된 매칭을 최소화 한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가장 높은 매칭률을 보이는 계층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또한, 가장 높은 매칭률을 보이는 계층 레이어의 매칭 개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좀 더 확실하게 구분되는 계층 레이어를 선별

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인 매칭률 기반의 선별 방법[1]을 

사용하였다. 만약 어떤 계층 영역에 목적 물체가 포함되어 있다

면 다른 계층 영역과 특징점 대응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

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방법에서는 가장 많은 대응점 수를 가

지는 계층 영역과 두 번째로 많은 대응수를 가지는 계층 영역의 

대응수의 비율 을 계산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여기서 는 두 번째로 많은 대응점 개수를 가지는 계층 영

역이다. 가 0에 가까운 작은 값을 가질수록 는 목적 

물체에 대한 특징점 대응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최상

의 결과를 위하여 제안된 방법의 실험에서는 임계값 를 0.8로 

설정하였다. 

를 database 객체 와 간의 대응점 개수라고 정

의할 경우, 정규화된 특징점 대응 개수는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와 의 곱은 지역 특징점 대응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2. 계층영역에서 깊이 유사도 산출 

균일한 물체는 객체 인식을 위한 충분한 특징점을 가지지 않

을 수 있고, 또한 깊이 근접도 기반 영상 분할 수행 후에 각 계

층 영역이 복잡 배경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색

상 히스토그램의 재투영을 이용한 CAMSHIFT tracker[8]

를 이용하여 각 계층영역에서 목적 객체의 후보 위치를 찾는

다. CAMSHIFT는 Hue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각 픽셀이 목

적 객체에 속하는 확률을 계산한다. 색상과 깊이 정보에 대한 

유사도는 CAMSHIFT tracker를 이용하여 찾아진 후보 영역

과 database 객체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를 의 

CAMSHIFT의 결과라고 정의하며 CAMSIFT를 이용한 목적 객

체 후보 위치 결과는 <그림 4>에서와 같다. 

깊이 유사도 는 test statistics 가 와 간의 

깊이 표준편차 비율로 정의되는 test statistics 가 동일성 테

그림 3. 평균 포함 비율

그림 4. 입력 영상에서의 목적 객체의 후보 위치(위)와 깊이 유사도

기반 영상 분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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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equality test)[9]의 신뢰구간 안에 있을 경우 1로 설정하

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여기서 과 는 각각 신뢰구간의 하한과 상한을 나타낸다. 

두 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 동일성 테스트(equality test)

는 깊이 유사도 의 신뢰구간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표준

편차의 차이가 작은 계층 영역과 database 객체는 비슷한 깊이 

정보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같은 물체일 확률이 높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객체의 삼차원 외형과 상관없이 가

우시안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와 를 깊이 정보 표준편차의 독립적인 normal random 변

수라고 정의 하고 관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일성이 1이 되

도록 설정한다. 와 를 database 객체와 후보 영역에서 무

작위로 추출한 샘플의 개수라고 하면 가설 검증의 유의수준 

(significance level)을 라 하고 test statistics 는 두 집단의 

표준편차의 비율이 된다. 이때 는  자유도의 

분포를 가지게 되며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본 고에서는 99.9%의 합격 수준을 가지도록 50번의 무작위 

샘플링과 0.0005의 유의수준을 설정하였으며 객체 인식 테스

트를 20번씩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여 반복하였다. 

또한 제안된 객체 인식 방법은 후보영역 과 데이터베이

스 객체 간의 색상 히스토그램 cross-relation을 색상 유

사도 라고 정의한다. 과 를 각각 과 의 색

상 히스토그램, 을 히스토그램의 bin 개수라고 할 경우, 

와 간의 cross-relation은 다음과 같으며 와 의 곱

은 유사도의 신뢰도로 정의한다. 

3. 신뢰도 측정을 통한 객체 인식 

제안된 객체 인식 방법은 정규화된 특징점 대응 개수, 색상과 

깊이 정보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신뢰도 를 정의하며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유사도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계층 영역에서 

목적 객체의 후보 영역이 복잡 배경을 포함 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제안 방법에서는 를 0.2로 설정하였으며 가장 높은 신뢰도

를 가지는 영역의 후보 영역을 목적 물체로 선택하여 복잡 배경

에서의 객체 인식을 수행한다. 

Ⅲ. 실험 결과 

본 고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23

개의 물체로 구성된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RGB-D Object 

Database[10]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5. 객체별 깊이 히스토그램

그림 6. 자체 데이터베이스 물체와 색상,깊이 입력 영상

그림 7. 자체 데이터베이스 객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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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볼 수 있다. 자체 테스트 이미지 (138 set)는 데이

터베이스 물체 13개와 복잡 배경을 포함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Microsoft사의 Kinect를 사용하였다. Kinect는 640x480 해상

도의 정렬된 색상과 깊이 정보를 30fps로 제공하며 Kinect를 

사용하여 취득한 다양한 복잡도의 영상은 <그림 8>에서 볼 수 

있다.

실험을 위하여 구현된 SIFT 특징[1]을 지역 특징점 대응(local 

feature matching: LF)을 사용하였다. 정확한 특징점 대응을 

선별하기 위하여 Homography 재투영 에러 기반 RANSAC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제약(geometric constraint: GC)을 적용하

였다. 

<그림 9>는 객체에 따른 인식률을 보여준다. LF만을 이용한 

객체 인식은 복잡 배경의 효과로 목적 객체를 거의 인식할 수 

없다. 기하학적 제약을 이용한 특징점 대응 방법(LF+GC)은 객

체 1을 제외하고 모두 LF보다 좋은 인식률을 보인다. 그러나 기

하학적 제약을 특징점 대응에 적용하더라도 복잡 배경으로 인

하여 생기는 잘못된 특징점 대응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없

다. 깊이 기반 클러스터링을 통한 계층 영역별 특징점 대응과 

기하학적 제약을 이용한 객체 인식(Layered LF+GC)은 목적 

그림 8. 다양한 배경 복잡도를 가지는 테스트 영상

(좌-낮은 복잡도, 중간-중간 복잡도, 우-높은 복잡도)

그림 9. 객체에 따른 인식률

그림 10. 배경 복잡도에 따른 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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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포함하고 있는 계층 영역에서 복잡 배경의 효과를 줄이

는 동시에 높은 특징점 대응률을 보이기 때문에 LF+GC보다 좋

은 성능을 보인다. Layered LF+GC 방법에 색상과 깊이 유사

도를 고려한 제안된 방법은 Layered LF+GC와 같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8>과 <그림 10>은 각각 배경 복잡도에 따른 테스

트 영상, 배경 복잡도에 따른 인식률을 나타낸다. 깊이 근접

도 기반의 영상 분할을 통한 객체 인식방법(Layered LF+GC, 

proposed)은 장면의 복잡도와 상관없이 LF, LF+GC 보다 좋

은 성능을 보인다. 이는 제안된 깊이 근접도 기반 영상 분할이 

복잡배경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여줌을 알 수 있다. LF_GC는 

그림 8의 장면 4~6에서 layered LF+GC와 proposed와 비교

했을 경우 강한 edge를 가지는 복잡 배경의 효과로 다른 인식

률을 보인다. 제안된 방법은 배경 복잡도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표 1>에서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인식률을 비교하였다.Layered LF+GC 방법에서 색상과 깊이 

정보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약 4%의 인식 성능을 향상 시켰으며 

<그림 11>에서 제안된 방법이 복잡배경에서 목적객체를 효과적

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 1.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식률 비교

방법
LF

(SIFT)
LF+GC

Layered 

LF+GC
Proposed

인식률	(%) 16.1 60.4 75.0 78.8

본 논문에서는 RGB-D Object Dataset[10]을 이용하여 제안

된 방법을 평가하였다. RGB-D Object Dataset은 51개 범주, 

300개 물체를 이용하여 250,000개의 다양한 시점의 640x480 

해상도의 RGB-D영상을 제공한다. 제안된 방법의 평가를 위하

여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20개의 물체와 503장의 테스트 

RGB-D 영상을 이용하였다.

<표 2>는 RGB-D Object Dataset을 이용한 객체 인식률 을 

나타낸다. 시점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SIFT같은 분별력 있는 기술자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방법들

의 전체적인 인식률이 자체 데이터 셋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은 복잡 배경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

켜 가장 좋은 인식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인식 결과는 <

그림 13>에서 볼 수 있다.

 

표 2. RGB-D Object Dataset – 508장 테스트 영상)

방법
LF

(SIFT)
LF+GC

Layered 

LF+GC
Proposed

인식률	(%) 39.2 47.9 52.5 62.1

<표 3>에서는 508장의 테스트 영상 중 균일 재질의 물체를 

그림 11.데이터베이스 객체와 제안된 방법의 인식결과

그림 12. RGB-D Objects Dataset 

그림 13. RGB-D Object Dataset에서 제안된 방법의 객체 인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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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는 311장의 영상을 선별하여 균일 물체에 대한 객

체 인식률을 비교하였다. 목적 물체에서 생기는 올바른 특징점 

대응 개수보다 복잡 배경에서 생기는 특징점 개수가 균일 물체

의 경우 더 적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복잡 배경의 효과는 목적 

물체가 균일 재질일 경우 더 크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은 색상

과 깊이 정보 유사도를 판단하여 깊이 근접도 기반 의 Layered 

LF+GC 보다 월등한 객체 인식 성능을 나타낸다.

표 3.   RGB-D Object Dataset – 311장의 매우 복잡배경의 테스
트 영상)

방법
LF

(SIFT)
LF+GC

Layered 

LF+GC
Proposed

인식률	(%) 1.72 17.02 27.03 42.18

Ⅳ. 결론

본고에서는 깊이 계층 영역을 이용한 복잡 배경에서의 객체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불변 특징 기반의 매칭 방법을 

통한 객체인식은 복잡한 배경일 경우에 배경과 목적객체 간의 

잘못된 매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식률이 저하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제안한 깊이 근접도 기반의 영

상 분할을 이용하여 각각의 분할된 영역별로 개별적인 특징점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대응을 효과적으로 줄여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불변 특징 기반의 방

법으로는 인식하기 힘든 균일한 물체를 다루기 위해서 컬러 히

스토그램 기반의 계층 영역 내 목적객체 후보 위치선정 기법이 

균일한 물체의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

적으로 목적 물체와의 색상과 깊이 유사도를 고려한 신뢰도 측

정을 통해 목적 물체를 복잡 배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하

여 인식률을 높이게 된다. 복잡한 배경과 균일한 목적객체가 있

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공용적인 RGB-D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제안된 방법을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평가하였고, 이를 

통해서 제안된 방법이 실제의 환경과 좀 더 가까운 복잡배경 및 

균일한 목적객체에 대해서 강인한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객체인식을 이용하여 복잡한 배경에서

도 원하는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흔히 

존재하는 균일한 객체를 인식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상호작

용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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