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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객체 추적(object tracking)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

서 활발히 연구되어온 분야 중 하나이며[18], 비디오 

영상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위치가 변할 때 

객체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추적하는 분야

이다[1]. 객체 추적은 CCTV에서의 상황 분석 및 위

험상황 감지, 객체 움직임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응

용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다[2]. 하지만 객체의 모습 

변화, 밝기(illumination)의 변화, 가리움(occlusion)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객체 추적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

로 알려져 있다[3]. 이러한 문제들에 강인한 객체 추

적을 위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4]에서는 Meanshift 기반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객체가 존재하는 선택 범위를 결정하

고 객체를 표현하는 특징점의 밀도가 높은 곳의 중심

을 찾으면서 추적을 수행하는 기초 알고리즘이다.

[5]는 [4]의 방법을 발전시켜서 앙상블(ensemble)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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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 객체 추적을 수행하였다. [6]은 스케

일 피라미드 표현법(scale pyramid representation)

기반의 객체 추적 방법이 제안되었고, [7,8]에서는 객

체의 외형변화에 강인하도록 설계 된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의 특징점과 후보 객체

의 특징점과의 객체 매칭(matching)을 통하여 객체 

추적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위의 제안된 방법들은 

hand-craft 기반의 객체 추적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객체의 급격한 외형변화나 밝기 변화와 같이 객체의 

모습 변화가 큰 환경에서는 제한적이다[2]. 따라서 

객체의 모습 변화가 큰 환경에서 강인한 특징을 추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근 환경변화에 강인한 학습 기반 특징점을 추출

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 딥 러닝 기술이 적용되어[9] 영상 분류

(image classification),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등의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convolutional neural

network)는 딥러닝 기술 중에서 모델의 복잡도

(complexity)를 최소화 하면서 영상에서 객체의 특

징을 잘 표현하는 네트워크이며 낮은 층에서는 모서

리(edge)와 같은 로우 레벨(low level)의 특징이 추출

이 되고, 높은 층으로 갈수록 객체에 대한 정보를 잘 

표현하는 의미(semantic)있는 하이 레벨(high level)

의 특징이 추출된다[10]. 더불어 객체 추적 분야에서

도 딥 러닝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11]에서는 객체를 포함하는 입력 영상에 대해서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여 예측 지도(pre-

diction map)의 형태로 출력하여 예측지도의 확률 값

을 바탕으로 객체를 추적한다. 하지만 해상도

(resolution)가 낮은 경우에는 추적을 수행하는 객체

의 특징의 분별력이 저하되어 예측지도의 확률 값이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12]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매 프레임마다 객체 영상

과 탐색 영상을 서로 다른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를 

통과시켜 추출된 특징의 융합을 통해 객체영역을 수

행하였다. 하지만 객체 영상과 탐색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네트워크가 서로 가중치(weight)를 바탕으

로 서로 다르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특징 사이의 표현력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해당 방법은 탐색영역이 이전 프레임에서 

객체를 찾은 영역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객체에서 

객체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체의 움직임을 고려한 탐색영역을 설정한 컨볼루

션 신경망 구조를 이용하여 객체 추적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3

개의 영상을 입력으로 받고, 학습하는 가중치를 공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세 입력영상의 유사한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13]. 추적을 수행할 프레임에

서, 제안하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얻은 출

력을 바탕으로 객체의 위치를 예측한다. 해당 구조를 

사용함에 따라 두 객체영상(object image)과 탐색영

상(search image)의 특징을 동일 네트워크로부터 효

과적으로 추출함으로써 객체 탐색의 정확도를 향상

시킨다. 그리고 탐색영역을 설정할 때, 객체가 움직

이는 속도를 고려하여 객체를 탐색영역에 올바르게 

포함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속도가 빠를 때 객

체를 놓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한다.

제안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

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공인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객체 추적 목적에 

맞도록 가중치를 학습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컨

볼루션 네트워크가 제시된 기존의 객체 추적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입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제안하는 

객체 추적 네트워크인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설명하

고 추적을 수행할 프레임에서 탐색영역을 설정할 때 

객체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탐색영역을 설정하는 방

법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실험결과와 분석을 수행

하고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컨볼루션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한 객체 

추적

본 장은 2.1 절에서 객체 추적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 영상과 출력 구조 형태, 제안하는 컨볼루션 신

경망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2.2 절에는 객체가 움직

이는 속도를 고려한 탐색영역 설정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 2.3 절에서 두 입력영상의 특징 정보를 바탕으

로 객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4개의 좌표를 학습할 때 

사용한 손실 함수(loss function)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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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Fig. 1과 같다. 객체 추

적을 하려는 프레임이 t번째 프레임일 때, 3개의 입력 

영상은 각각 첫 번째 프레임, (t-1)번째 프레임, t번째 

프레임이다. 첫 번째 프레임은 추적할 객체에 대한 

ground-truth 정보가 담겨있는 프레임이고, (t-1)번

째 프레임은 (t-1)번째 프레임에서 객체를 추적한 프

레임이다. 첫 번째 프레임과 (t-1)번째 프레임에서 

객체의 중심을 영상 중앙에 위치시키고 객체의 너비

와 높이의 2배 크기만큼 잘라낸 영상이 컨볼루션 네

트워크의 객체영상이 된다. t번째 프레임은 (t-1)번

째 프레임에서 잘라낸 영상크기는 동일하지만 객체

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중심을 이동시켜 객체를 포함

한 탐색영상이다. 잘려진 3개의 입력 영상은 96×96

크기로 조절하고,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의 가중치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t번째 프레임의 객체

를 표현하는 4개의 좌표 를 출력으로 얻는

다.  좌표는 t번째 프레임의 탐색영역에서 객체

를 포함하는 사각형 영역의 왼쪽 상단 좌표이고,

 좌표는 사각형 영역의 너비와 높이 값이다.

는 각각 탐색영역의 너비, 높이에 상대적

인 값이며 0과 1사이의 값이다.

컨볼루션 신경망 네트워크는 동일한 3개의 컨볼

루션 신경망 층과 두 단계의 인공 신경망 층(fully

connected layer)으로 구성되어있다. 3개의 컨볼루션 

신경망 층은 객체와 배경을 잘 분리하여 영상 분류를 

수행하는 VGG16 네트워크[14]를 도입하였다. 컨볼

루션 신경망 층은 컨볼루션 층(convolutional layer)

과 풀링 층(pooling layer)로 이루어져 있다. 컨볼루

션 층은 3×3 필터 크기의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는 ReLU 함수를 사

용한다. 풀링 층은 간격(stride)이 2인 2×2 필터 크기

의 맥스 풀링(max-pooling) 연산을 수행한다. 컨볼

루션 층의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영상에서 여러 

채널(channel)의 활성화 맵(activation map)을 추출

한다. 풀링 층에서 활성화 맵을 탐색하면서 활성화 

2×2 필터 내부의 최댓값을 추출함으로써 활성화 맵

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다. 위의 과정을 여러 번 반

복하면서 입력영상의 객체의 특징을 추출한다.

세 입력영상은 컨볼루션 신경망의 가중치를 공유

하는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동일한 표현력을 가진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객체를 포함하는 세 입력영상은 객체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추출하기 때문에 t번째 프레임의 탐색영역

의 객체 위치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해당 VGG16

Fig. 1. Proposed object tracking network based on weight sharing CNN structure. Input of the CNN is three; object 

area of the first and (t-1)-th frame which contain object in the middle, and t-th frame search area which 

contains object to be tracked. CNN shares weight of the convolutional layers of the three network. Output 

is a object location of the t-th frame search region.



989객체의 움직임을 고려한 탐색영역 설정에 따른 가중치를 공유하는 CNN구조 기반의 객체 추적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여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을 수행하여 가중치를 효과적으로 초기화

하고 객체 추적의 목적에 맞게 학습(fine tuning)을 

한다.

2개의 객체영상에서 얻은 컨볼루션 신경망 마지

막 층의 활성화 맵과 1개의 탐색영역에서 얻은 컨볼

루션 신경망 마지막 층의 활성화 맵은 2차원 공간상

에서 객체의 의미 있는 특징정보가 표현되었다[10].

이 특징정보를 바탕으로 인공 신경망 층을 연결하여

[14] t번째 프레임의 탐색영역 객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 층의 가중치를 학습한다.

3개의 컨볼루션 신경망의 마지막 층의 2차원 활성

화 맵을 각각 1차원 벡터로 나타낸 후, 각각 1024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첫 번째 인공 신경망 층에 인코딩

(encoding)을 수행한다. 첫 번째 인공 신경망 층을 

결합한 후 2048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두 번째 인공 

신경망 층에 인코딩하여 t번째 프레임 객체의 위치를 

표현할 특징(feature)을 추출한다. 최종 인공 신경망 

층은 t번째 프레임 객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4개의 좌

표를 출력으로 얻도록 하여 t번째 프레임 객체의 위

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인공 신경망 층을 

제외한 두 개의 인공 신경망 층의 활성화 함수는 

ReLU 함수를 사용한다. 마지막 인공 신경망 층은 0

과 1사이의 4개의 좌표를 출력으로 얻기 위해 

Sigmoid 함수를 사용한다.

2.2 탐색영역 설정 방법

t번째 프레임에서 객체를 추적한 후, (t+1)번째 프

레임에서 객체를 추적할 때 객체의 이동이 클 때 이

를 고려하지 않으면 탐색영역에서 객체가 잘려서 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컨볼루션 네트워크

에 세 번째 입력으로 들어갈 때 객체의 위치를 올바

르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탐색영역을 객체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설정해야한다.

Fig. 2와 같이 t번째 프레임에서 객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1>번 화살표로 예측되면 검은색 원을 중심

으로 하는 검은색 실선 영역이 탐색영상이 된다. 컨

볼루션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t번째 프레임에서 찾은 

객체의 중심이 검은색 원을 중심으로 <2>번 화살표

만큼 이동한 빨간색 삼각형이라고 가정하면, (t+1)번

째 프레임에서 객체 위치를 찾기 위해 컨볼루션 네트

워크의 첫 번째 입력은 빨간색 삼각형을 중심으로 

하는 빨간색 영역이 된다.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세 

번째 입력은 (t+1)번째 프레임의 탐색 영상인데, t번

째 프레임에서 예측된 <1>번 화살표와 실제로 더 

이동한 <2>번 화살표의 벡터 합 크기인 <3>번 화살

표만큼 이동시켜 이전 프레임에 객체의 움직임을 고

려한 탐색영역을 설정한다. 파란색 사각형을 중심으

로 하는 파란색 사각형 영역이 (t+1)번째 프레임의 

탐색영상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

다.


   

 
  (1)

여기에서 
 는 (t-1)번째 프레임에서 t번째 프

레임 객체의 움직임을 예측한 벡터를 의미하고, 


는 객체 추적 결과 더 움직인 결과에 대한 벡터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객체가 이동한 속도를 바탕으로 

위치를 예측하여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세 번째 입력

으로 탐색영역을 정할 때 객체를 온전하게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2.3 손실 함수

본 절에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객체의 위치정

보를 포함하는 경계 영역에 대한 회귀학습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손실 함수에 대해 설명한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손실 함수에 따른 오차를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아래와 같이 객체영역을 추정한 위치 

정보와 실제 위치 정보 차이의 절댓값을 최소화하는 

평균 절댓값 오차(mean absolute error)를 손실함수

로 정의한다.

 




  



   (2)

여기에서 N은 학습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배치

Fig. 2. Search area position change according to object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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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크기를 의미하고,   는 실제 위치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4개의 ground-truth 좌표,

 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측

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4개의 좌표이다.

위의 손실함수를 바탕으로 학습을 수행할 때,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전파(back propagation)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네

트워크에서 세 입력 영상으로부터 현재 프레임의 위

치를 표현하는 컨볼루션 신경망 층과 인공 신경망 

층의 가중치를 입력영상의 특징정보를 올바르게 추

출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ground-truth 좌표와의 차

이를 줄여나가고 최종적으로 ground-truth 좌표와 

유사한 출력을 가지도록 한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 설정과 데이터베이스

제안하는 객체 추적 알고리즘은 Python으로 구현

을 하였고, Keras[15]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Intel i7 3770 CPU(3.4FGHz)와 NVIDIA GeForce

GTX 1080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객체 추적 실험을 

검증하였다. 모든 비디오 영상은 3채널 RGB이미지

이고, 추적할 객체에 대한 영역(bounding box)정보

가 첫 번째 프레임에 제공이 된다. 컨볼루션 네트워

크를 훈련(training)하기 위해서 VOT2015 Chal-

lenge Benchmark dataset[16]을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60개의 움직이는 객체에 

대한 영상이포함이 되어있고, ground-truth 정보도 

포함이 되어있다. 제안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검증

(test)하기 위해서 VOT2013 Challenge Benchmark

dataset[17]을 사용하였다. 실제 네트워크를 훈련할 

때에는 VOT2013 Challenge Benchmark dataset과 

겹치는 객체에 대한 영상은 훈련에 포함하지 않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3.2 성능 평가

제안한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

해서 두 가지의 성능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

째는 ground-truth와의 중심좌표 에러(center loca-

tion error) 측정을 통한 정확도(precision) 측정방법

을 사용한다. 매 프레임마다 ground-truth 영역의 중

심과 예측된 객체의 영역 중심과의 거리차이를 유클

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두 번째는 매 프레임마다 ground-truth와 겹치

는 비율(overlap ratio) 측정을 통한 성공률(success)

을 측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겹치는 비율 OR은 아

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

∩
 (3)

여기에서, 와 는 각각 ground-truth영역과 

추적한 객체영역을 의미한다. 정확도는 ground-

truth영역의 중심과 예측된 객체의 영역 중심과의 거

리차이가 작을수록, 성공률은 ground-truth와 예측

된 객체의 영역이 겹치는 비율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객체 추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 3은 문턱 값(threshold)을 변화시키면서 제안

하는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정확도와 성공률이 변화

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정확도 그래프의 문

턱 값은 픽셀 값이고, 성공률 그래프의 문턱 값은 OR

Fig. 3. Precision plot and success plot of the proposed performance. Red line is a result of the proposed CNN 

with search area considering object movement. Blue dotted-line is a result of the proposed CNN with not 

considering objec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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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다. 정확도 그래프는 객체 추적 결과 문턱 픽셀 

값보다 낮은 프레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성공률 

그래프는 문턱 OR 값보다 큰 프레임의 비율을 나타

낸 것이다. 두 그래프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Fig. 3을 통해서 컨볼루션 네트워

크를 바탕으로 객체 추적 할 때, 객체가 움직이는 속

도를 고려하여 탐색영역을 설정한 방법이 객체가 움

직이는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탐색영역을 설정하였

을 때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Table 1은 정확도와 성공률에 대한 실험결과를 수

치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의 정확도 값은 [16,17]

의 측정방법에 따라, ground-truth의 중심좌표와 예

측된 객체영역의 중심좌표와의 거리차이 문턱 값을 

20픽셀로 정하였을 때, 해당 문턱 값보다 거리가 작

은 프레임의 비율을 나타낸다. Table 1의 AUC 값은 

Fig. 3의 오른쪽 그림에서 겹치는 비율에 대한 ROC

곡선의 아래 넓이를 구한 것이다. 두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정확한 객체 추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객체추적을 수행할 

때,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보다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객체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탐색영역을 설정한 방법이 객체

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탐색영역을 설정한 방법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Fig. 4는 제안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의 예시를 보여준다. 객체를 찾은 

결과가 사각형 영역인데 다양한 배경에서 추적하고

자 하는 객체를 올바르게 추적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 4를 통해서 제안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비디오 

영상 내에서 가리움, 크기변화, 조명변화 등과 같은 

Table 1. Precision and AUC of the proposed method and 

other object tracker methods on VOT 2013 

dataset. The best results are shown in bold

Algorithm Precision AUC

DSST[6] 0.740 0.554

MEEM[4] 0.830 0.566

FCNT[2] 0.856 0.599

ours(CNN + fixed

search region)
0.868 0.647

ours(CNN + search region) 0.890 0.665

Fig. 4. Example of object tracking results. Red bounding box i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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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객체를 잘 추적한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추적할 객체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첫 번째 프레임의 객체영상과 이전 프레임에서 찾은 

객체영상을 바탕으로 현재 프레임에서의 탐색영상 

내의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제

안하였다. 첫 번째 프레임에서 주어진 객체와 이전 

프레임에서 찾은 객체에 대한 객체 영상과 현재 프레

임에서의 탐색영상을 가중치를 공유하는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통과하여 동일한 표현력을 갖

는 특징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움직인 객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4개의 좌표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하였다. 또한 탐색영역을 객체의 움

직임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설정해서 객체의 움직

이는 속도변화가 커도 탐색영역에서 객체를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하여 객체를 잘 추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능은 VOT2013 Challenge Benchmark

datase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제안

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객체영상과 탐색영역으로

부터 효과적인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기존 방법들보

다 높은 성능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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