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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샴 네트워크 기반의 객체 추적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을 위한 표적 이미지 교환 모델을 제안한다. 샴 

네트워크 기반의 객체 추적 알고리즘은 시퀀스의 첫 프레임에서 지정된 표적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탐색 이미지 내에

서 가장 유사한 부분을 찾아 객체를 추적한다. 첫 프레임의 객체와 유사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추적에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오류가 축적되어 추적 객체가 아닌 부분에서 표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반의 모델을 설계하여 추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샴 네트워크 기반의 객체 추적 알고리

즘에서 출력되는 점수를 이용하여 표적 이미지 교환 시기를 정의하였다. 제안 모델은 VOT-2018 데이터 셋을 이용하

여 성능을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정확도 0.611 견고도 22.816을 달성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arget image exchange model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 object tracking algorithm 
based on a Siamese network. The object tracking algorithm based on the Siamese network tracks the object by finding 
the most similar part in the search image using only the target image specified in the first frame of the sequence. Since 
only the object of the first frame and the search image compare similarity, if tracking fails once, errors accumulate and 
drift in a part other than the tracked object occurs. Therefore, by designing a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based 
model, we check whether the tracking is progressing well, and the target image exchange timing is defined by using the 
score output from the Siamese network-based object tracking algorithm. The proposed model is evaluated the performance 
using the VOT-2018 dataset, and finally achieved an accuracy of 0.611 and a robustness of 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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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샴 네트워크 기반 객체 추적 알고리즘들은 시퀀

스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타겟이 되는 표적 이미지와 다

음 프레임들에서 찾을 영역이 되는 탐색 이미지를 입력

으로 사용한다. 입력되는 두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오프

라인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과 모

델의 매개 변수 미세 조정이 필요 없어 빠른 속도와 높

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 덕

분에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감시시스템을 비롯

한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샴 네

트워크 기반 객체 추적 알고리즘의 표적 이미지는 시퀀

스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한번 설정되면 마지막 프레임

까지 고정된다. 이로 인해 객체 추적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인 객체의 부분 및 완전 폐색, 표류 현상 등이 개선

되지 않아 추적 정확도와 견고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감시시스템에서의 응용이 이루어져도 사람이 계속해서 

추적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

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추적 신뢰도가 낮아졌을 때 더 

높은 신뢰도로 추적했던 이미지를 표적 이미지로 교환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객체 표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 샴 네트워크 기반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위한 표적 이

미지 교환 모델을 제안한다. 기본적인 CNN 모델과 유사

하게 설계하여 추적에 대한 신뢰도를 출력한다. 출력된 

신뢰도와 본 논문에서 샴 네트워크 기반 추적 알고리즘으

로 채택한 SiamMask에서 출력하는 점수 값을 이용하여 

표적 이미지 교환 시기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추적에 실

패 시 표류 현상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였다[1]. 표적 이미

지 교환 모델은 TrackingNet의 학습 시퀀스 중 약 2,000
개의 시퀀스를 사용하여 학습하였고 모든 시퀀스의 

Ground-truth를 설계 방향에 맞게 다시 작성하였다[2].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 셋은 VOT-2018을 사용하

였고 VOT(Visual Object Tracking) Challenge에서 제공

하는 Toolkit을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3]. 여기서 

성능 평가는 매 프레임 추적을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확

인할 수 있는 정확도와 추적 객체를 얼마나 잃었는지에 

대한 견고도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2장은 관련 연구에 대한 소개로서 샴 네트

워크와 이를 기반으로 설계한 SiamMask에 대해 설명한

다. 3장은 제안 모델 구조와 표적 이미지 교환 시기 조건

에 대해 다루고 4장에서는 설계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한 실험 결과를 보이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샴 네트워크

샴 네트워크는 두 개의 이미지를 각각 같은 구조의 네

트워크에 입력하여 두 이미지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출

력하도록 설계되었다[4]. 샴 네트워크는 대칭성을 이루

고 두 입력 이미지의 순서를 바꾸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 1에 샴 네트워크 

구조의 예시를 보인다. 

Fig. 1 Siamese network architecture example

두 입력 이미지가 공유된 네트워크를 통해 벡터로 변

환되고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L1거리 또는 L2거리를 

이용하여 정의한다. 학습 시 사용되는 손실 함수는 일반

적으로 유사한지 아닌지에 대한 두 클래스를 이용하며, 
이진 교차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샴 네트워크를 객체 추적 분야에 적용하여 정

확도와 속도 간의 균형 잡힌 성능을 보인 알고리즘으로 

SiamFC가 있다[5]. SiamFC는 입력된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하지 않고 모델을 모두 컨볼루션층으로 설계하여 

표적 이미지와 유사한 부분을 탐색 이미지에서 찾는다. 
벡터로 변환하지 않고 유사도를 학습하기 위해 교차 상

관층을 이용한다. 유사도를 학습하여 새로운 객체, 배경

이 등장하는 시퀀스에서 원하는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모델 매개 변수 미세 조정 등이 

필요 없고 추가 학습 데이터 셋 또한 불필요하다.
SiamFC에 지역 제안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SiamFC

의 성능을 크게 올린 SiamRPN은 앵커 상자의 위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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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배경에 대한 분류 점수를 병행하여 출력한다[6]. 
경계 상자 예측에 대한 손실 함수는 smooth L1 손실 

함수를 사용하였다. Smooth L1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

의된다.

      
   

(1)

각 앵커 상자의 중점 좌표, 가로와 세로 크기를  , 

, , 로 두고 Ground-truth가  , ,  , 일 

때 두 상자 간의 정규화 거리를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
  ln

 ,   ln



위 식 (2)를 식 (1)에 적용하면 상자 예측에 대한 손실 

함수 는 아래 식 (3)과 같다.

  
  



 (3)

분류에 대한 손실 함수 는 아래와 같이 교차 엔트

로피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적용하였다.

   log  (4)

여기서 는 모델이 참인 Ground-truth 클래스 로 

예측했을 때의 출력이다.

2.2. SiamMask

SiamMask는 객체 추적과 객체 분할 분야의 거리를 

좁힌 알고리즘이다[1]. 최근 객체 추적 알고리즘들은 대

부분 축이 정렬된 경계 상자를 사용하여 추적 객체를 표

현하였는데 이때 경계 상자가 객체를 적절하게 표현하

지 못하면 추적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첫 프레임에서 초기화한 경

계 상자에만 의존하며 객체에 대한 이진 분할 마스크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알고리즘이다. 앞서 언급한 

SiamRPN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주는 분점을 모델에 추

가한 구조이고 아래 그림 2에 그 구조를 보인다.

Fig. 2 SiamMask architecture

백본 네트워크는 ImageNet이 학습된 ResNet-50을 사

용하였고 Dilated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수용 영역

(Receptive field)을 증가시켰다[7]. 학습 시 입력 영상은 

SiamFC와 마찬가지로 표적 이미지( , 127×127)와 탐

색 이미지(, 255×255)를 사용하였다. 픽셀 단위 무작

위 변환, 크기 조절 등 다양한 데이터 증강 처리가 이뤄

지고 모델 매개 변수 최적화(Optimizer)를 위해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cent)을 사용한다. 학
습 데이터 셋으로는 COCO, ImageNet-VID, YouTube- 
VOS를 사용하였다. 추가된 마스크 분점에 대한 손실 함

수 은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log 







 (5)

여기서 와 는 출력 점수 지도의 크기이고 은 출

력된 마스크의 픽셀값,  는 픽셀 단위 마스크의 

Ground-truth이다. 와 는 와 에 대한 인덱스이고 

은 학습 횟수이다. SiamMask의 최종 손실 함수 은 아

래 식과 같이 마스크 분점()에 대해 32, 경계 상자 분

점() 1, 그리고 점수 분점() 1의 가중치를 가지도록 

정의하였다.

       (6)

SiamMask는 1×1 컨볼루션층으로 상자 및 출력 분

점을 구성했고 추론은 프레임 당 한 번만 실행된다. 점
수 분점에서 최대 점수를 얻는 위치를 마스크 분점에서 

사용하여 출력 마스크를 선택하게 된다. 출력된 마스크

를 기반으로 아래 그림 3에서 나타낸 예시와 같이 최소 

영역 경계 상자(Minimum bounding rectangle)를 생성하

여 객체를 표현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추적 벤치마크 

VOT-2018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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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xis-aligned rectangle containing the object 
(Red); The minimum bounding rectangle(Blue)

Ⅲ. 표적 이미지 교환 모델

3.1. 제안 모델 구조

앞서 관련 연구에서 소개한 샴 네트워크 기반 추적 알

고리즘은 첫 번째 프레임의 Ground-truth와 현재 프레임

의 유사도만을 이용해 추적하여 추적 객체를 놓치는 오

류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오류가 축적되고 표적 객

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계 상자가 표류하는 현상이 발

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적 이미지를 적절한 시

기에 교체할 수 있는 표적 교환 모델을 제안한다. 적절

한 시기에 표적 이미지를 교체하면 객체를 놓치는 오류 

발생 시 오류가 축적되는 샴 네트워크 기반 추적 알고리

즘의 단점을 보완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림 4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표적 교환 모델의 구조를 보인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백본 모델은 ImageNet이 학습된 매

개 변수를 가진 ResNet-50 모델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ResNet-50의 Global Average Pooling 층을 거치기 전의 

특징 지도를 출력으로 사용하였다. ResNet-50을 거쳐 

출력된 특징 지도를 1차원 벡터로 펼친 후 두 벡터를 붙

여 완전 연결층에서 매개 변수들을 공유한다. 총 2개의 

완전 연결층을 두었으며 학습 매개 변수의 수는 GOTURN 
알고리즘 모델을 참고하여 첫 번째 계층은 2048개의 매

개 변수, 두 번째 계층은 1024개의 매개 변수를 각각 가

지도록 설계하였다[8]. 제안 모델은 추적 결과가 옳으면 

1 옳지 않으면 0을 출력한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TrackingNet 데이터 셋 중 

임의의 2,000개의 시퀀스를 학습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

였다. TrackingNet은 객체 추적을 위한 데이터 셋이므로 

Ground-truth가 경계 상자의 좌표로 설정되어 있다[2]. 
하지만 제안 모델은 출력이 1 또는 0이기 때문에 손실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Ground-truth의 재설정이 필요

하다. 2,000개의 시퀀스를 모두 SiamMask에 입력하여 

아래 식 (7)과 같이 Ground-truth 경계 상자와 SiamMask
가 추정한 경계 상자 간의 IoU(Intersection over Union)
를 통해 약 백만 개의 프레임에 대한 새로운 Ground- 
truth()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IoU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Fig. 5 Intersection over Union

    if   
  

(7)

모델 학습 시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 관성(Momentum)
을 0.9로 설정하여 학습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였고 학

습률은 0.001로 설정하였다. 손실 함수 
는 이진 교

차 엔트로피 함수로 아래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log 

  log 

(8)

 는 표적 이미지와 탐색 이미지가 입력된 

제안 모델의 출력, 는 재설정한 Ground-truth이다.Fig. 4 Proposed mode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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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론

아래 그림 6은 제안 모델을 사용한 추론 순서도이다. 

Fig. 6 Inference flowchart

표적 이미지와 탐색 이미지가 SiamMask와 제안 모

델에 모두 입력되고 SiamMask 모델이 우선 마스크 추

정 후 경계 상자를 생성하여 객체를 표현한다. 표적 이

미지 교환을 위해 SiamMask 모델의 점수와 탐색 이미

지를 선입 선출 방식으로 10프레임 동안 저장한다. 그리

고 만약 모델이 0을 출력하고 SiamMask 모델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그대로 SiamMask가 추적을 진행하고 그

렇지 않다면 이전 10프레임 중 가장 높았던 점수를 가지

고 추적했던 경계 상자 좌표와 이미지 패치로 SiamMask
를 초기화하고 재추적한다.

Ⅳ. 실  험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모델의 학습과 추론 시 사용된 환경의 운

영체제는 Ubuntu 18.04이며, 하드웨어는 Intel i7-10700K 
CPU, Geforce RTX 2080Ti(×2), 32GB RAM의 사양을 

가진다. 본 설계는 모두 Python으로 작성되었으며 딥 러

닝 모델 설계와 추론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Pytorch를 사

용하였다. 컨볼루션 층에 사용된 모든 활성화 함수는 

RELU 함수를 사용하였고 학습 시 완전 연결 층에서 사

용했던 드롭아웃 함수는 정확한 추론을 위해 제외하였다.
설계 모델의 추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

터 셋은 객체 추적 알고리즘 대회에서 사용된 VOT-2018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총 60개의 시퀀스가 있으며 다

양한 해상도와 객체의 크기, 조도 그리고 배경 등이 고

려되어 있다. 경계 상자 Ground-truth는 모두 회전된 경

계 상자의 좌표로 설정되어 있다.

4.2. 성능 평가 지표

일반적으로 추적 알고리즘은 VOT에서 제공하는 

VOT Toolkit Python 버전을 사용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

하며 정확도(A, Accuracy)와 견고도(R, Robust) 그리고 

예상 평균 중첩도(EAO, Expected Average Overlap)을 

통해 성능을 측정한다. 여기서 견고도는 알고리즘이 추

적에 실패했을 때 해당 프레임에서 Ground-truth 경계 

상자로 알고리즘을 초기화한 횟수로 측정된다. 추적 실

패는 IoU가 0이 되었을 때로 판단하고 5프레임 이후에 

초기화한 후 10프레임 동안 추적한 결과는 정확한 성능 

측정을 위해 평가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설계에

서는 추적에 실패했을 때 추적 알고리즘을 이전 10프레

임 중 추적을 가장 높은 확률로 성공했던 상황으로 초기

화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퀀스의 첫 프레임만 

Ground-truth로 초기화하고 모든 프레임에서 추론만 진

행했을 때의 정확도, 견고도, 그리고 실패 횟수를 측정

하였다. 추적 실패는 VOT Toolkit과 같이 IoU가 0이 되

었을 때로 판단하고 정확도 또한 추적 알고리즘이 추정

한 경계 상자와 Ground-truth 경계 상자 간의 IoU로 

Toolkit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3. 실험 결과 및 분석

아래 그림 7처럼 221프레임에서 제안 모델의 출력이 

0이고 SiamMask의 점수 또한 60미만으로 출력되어 표

적 이미지 교환 조건이 성립되었다. 
이전 프레임에서 추적에 성공하고 가장 점수가 높았

던 218프레임의 경계 상자 좌표로 초기화해주고 222프레

임에서 새롭게 추적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SiamMask
는 마지막 프레임까지 잘못된 객체에서 표류하는 현상

이 나타나지만 제안한 알고리즘은 표류하지 않고 마지

막 프레임까지 원하는 객체를 잘 추적해 나가는 것을 실

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아래 표 1은 기존 SiamMask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 측정 결과이다. SiamMask
는 하나의 스케일과 5개의 종횡비를 가지는 앵커를 두

고 사용하였고 본 설계에서도 동일한 앵커를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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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se of tracking performance improvement

Tracker Name Accuracy↑ Robustness↓ Lost Numbers↓

Ours 0.611 22.876 4885

SiamMask 0.605 24.857 5308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견고도는 추적에 실패한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낮

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정확도는 높을수록 더 좋

은 성능을 가진다. 그림 7에서 221프레임에서 한 번의 

초기화를 통해 해당 시퀀스의 마지막 프레임인 247프레

임까지 제안 모델은 추적 실패 없이 추적하고 SiamMask
는 계속해서 표류한다. 이렇게 시퀀스 내에서 한 번의 

초기화라도 추적에 실패하는 프레임 수를 상당량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표 1의 성능 비교에서 제안 모델이 

SiamMask보다 정확도는 0.06, 견고도는 1.981만큼 성

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추적 알고리

즘을 초기화할 때 경계 상자가 객체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면 아래 그림 8처럼 추적을 진행하게 된다. 초기화 

경계 상자가 객체 전체가 아닌 객체 일부만을 표현하여 

잘못된 추적을 해도 제안 모델은 추적에 성공했다고 출

력하여 정확도의 성능 상승 폭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Case of incorrect initializa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샴 네트워크 기반 객체 추적 알고리즘

에서 발생하는 표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표적 이미지 

교환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 모델을 사용

했을 때 기존 알고리즘보다 정확도 0.611, 견고도 

22.876로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도

가 0.5 이상이면 대부분 추적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도 추적 실패 횟수가 높은 이유는 한 시퀀

스 내에서 한두 번의 추적 실패가 그 뒤 프레임에서 실

패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출 알고리즘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능평가를 위한 데이터 셋에서는 예시가 없

었지만, 실제 적용 시 객체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재출현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한다. 이때 제안 모델

은 계속해서 0을 출력할 것이고 추적 알고리즘을 매 프

레임 초기화할 경향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

해 향후 객체 재식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재식별 모

델이 추가됨에 따라 추적 알고리즘의 속도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모델의 경량화에 관한 향후 연구가 필요

하다.



샴 네트워크 기반 객체 추적을 위한 표적 이미지 교환 모델

395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GRRC 
program of Gyeonggi province [GRRC Aviation 
2017-B04,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teractive 
Media and Space Convergence Application System].

REFERENCES

[ 1 ] Q. Wang, L. Zhang, L. Bertinetto, W. Hu, and P. H. Torr, 
“Fast online object tracking and segmentation: A unifying 
approach,”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alifornia: CA, 
pp. 1328-1338, 2019.

[ 2 ] M. Mulller, A. Bibi, S. Giancola, S. Alsubaihi, and B. 
Ghanem, “Trackingnet: A large-scale dataset and benchmark 
for object tracking in the wild,” in Proceedings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Munich: MUC, 
pp. 300-317, 2018.

[ 3 ] M. Kristan and other 155th authors, “The sixth visual object 
tracking vot2018 challenge results,” in Proceedings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Munich: MUC, 
pp. 3-53, 2018.

[ 4 ] G. Koch, R. Zemel, and R. Salakhutdinov, “Siamese neural 
networks for one-shot image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workshop, 
Lille: LIL, pp. 1-8, 2015.

[ 5 ] L. Bertinetto, J. Valmadre, J. F. Henriques, A. Vedaldi, and 
P. H. Torr, “Fully-convolutional siamese networks for 
object tracking,” in Proceedings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msterdam: AMS, pp. 850-856, 2016.

[ 6 ] B. Li, J. Yan, W. Wu, Z. Zhu, and X. Hu, “High performance 
visual tracking with siamese region proposal network,”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Salt Lake City: SLC, pp. 
8971-8980, 2018.

[ 7 ] K. He, X. Zhang, S. Ren, and J. Sun,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Las Vegas: LAS, pp. 770-778, 2016.

[ 8 ] D. Held, S. Thrun, and S. Savarese, “Learning to track at 100 
at fps with deep regression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msterdam: 
AMS, pp.749-756, 2016.

박성준 (Sung-Jun Park)

2019년 2월 : 한국항공대학교 전자및항공전자공학 
(공학사)

2019년 ~ 현재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 
석사과정

※관심분야 : 컴퓨터비전, 영상처리

김규민 (Gyu-Min Kim)

2013년 2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공학사)

2020년 3월~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
정보공학 석사과정

※관심분야 :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가상현실

황승준 (Seung-Jun Hwang)

2012년 2월 : 한국항공대학교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2014년 2월 :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
통신공학 (공학석사)

2014년 3월 ~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항공전자정보공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 영상처리, 패턴인식

백중환 (Joong-Hwan Baek)

1981년 2월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통신공학 
(공학사)

1987년 7월 : 오클라호마주립대학원 전기 및 
컴퓨터공학 (공학석사)

1991년 7월 : 오클라호마주립대학원 전기 및 
컴퓨터공학 (공학박사)

1992년 ~ 현재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정보
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영상처리, 패턴인식, 멀티미디어, 
가상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