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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각적 객체 추적(visual object tracking, VOT)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이슈로 주목 받아

왔다. 시각적 객체 추적은 자율주행, 인간 컴퓨터 상

호작용, 감시 및 보안, 로봇 공학과 같은 수많은 시각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1-4].

VOT의 목적은 연속 시퀀스 프레임에서 추적하고

자 하는 객체를 추적하는 것이다. VOT는 객체 외형 

초기화(initialization), 외형 모델링(appearance), 움

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 객체 지역화(object

localization) 등의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외형 초기

화 단계에서는 첫 번째 프레임(frame)에서 주어지는 

경계박스 정보 X, Y, Width, Height으로 관심 영역이 

설정된다. 외형 모델링은 주어진 객체 영역을 특징추

출 알고리즘 또는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객체 특징

을 표현한다. 움직임 추정은 외형 모델을 사용하여 

나머지 프레임에 위치한 객체 위치를 추정한다. 지역

화는 추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객체 영역을 바운딩 

박스로 영역화 한다. 추적 알고리즘이 반복적으로 처

리되는 동안 모델은 갱신된다.

객체 추적의 문제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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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정보만 사용할 수 있고, 주어진 연속된 프레임 

안에서 객체 외관(appearance) 또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표적 정보만 사용하여 추적해야한다.

추적 대상 객체 외형 표현 정보가 부족하여 폐색

(occlusion), 사이즈 변화(scale variation), 조명 변화

(illumination variation), 복잡한 배경(background

clutters), 포즈 변화(deformation) 등의 여러 요소들

에 의해 추적 알고리즘이 표류(drift)하게 되어 추적

을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추적 알고리즘이 제안됐다. 이 알고리즘은 서로 

상이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제작됐다[5]. 이 알

고리즘들은 상기 서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첫 번째 프레임에서 주어지는 객체를 잘 

표현(representation)하는 외형 모델을 설계한다. 객

체 정보가 충분히 표현될수록 추적 성능이 향상된다.

추적 알고리즘의 성능은 객체 외형 특징(feature)

표현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징은 크게 수작업

(hand-crafted, HC)방법을 이용해 추출된 특징과 심

층 특징(deep feature)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방식

은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LBP(local bi-

nary patter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심층 특징은 HC

방식과 달리 가우시안 피라미드(gaussian pyramid)

등을 사용하여 한 이미지에서 단계별 정보를 캡쳐

(capture) 함으로써 목표 객체 외형 변화 특징을 추출

한다. 최근에는 데이터 표현력에 강력한 성능을 보이

는 딥러닝을 사용한다[6].

2010년 이후, 컴퓨터 성능 향상과 여러 이론과 방

법론이 등장하면서 딥러닝이 핵심 기술로 주목받았

고, 객체 인식[7], 분할[8] 등 컴퓨터 비전 분야에 적

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컨볼

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은 이미지 처리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어 대표적인 

딥러닝 아키텍쳐로 자리매김했다.

CNN은 이미지 인식 문제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추적 분야의 경우는 충분

한 훈련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추적 알고리즘들이 등장했다. 발표된 알고리

즘들은 추적 문제를 지역 검색(local search)로 간주

하고, CNN을 추적에 알맞은 형태로 재구성했다. 샴

넷(siamese network)[9]은 이미지 유사도 측정[10]

과 이미지 상관관계[11]해결에 우수함을 입증했다.

샴넷은 이미지 매칭 문제 해결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

고, 이미지 안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와 유사한 

후보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은 추적된 객체 중점 에러율 최소화에 초

점을 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체 공통 특징

을 추출하는 백본(back bone)신경망으로 AlexNet을 

사용했다. 추적 대상 객체 특징 분포맵과 위치 맵을 

추출하기 위해 샴넷으로 구성하였다. 특징 분포 맵을 

필터로 위치 맵을 찾기 영역으로 지정하고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한다. 출력된 응답맵(response map)의 

평균 값을 임계값으로 지정하고, 임계값 이상인 영역

을 좌표변환 하여 바운딩 박스로 지정했다. 바운딩 된

영역에서 최대 추정점(maximum estimation point)

을 객체 중점 값으로 지정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선 딥러닝 기반 

추적 알고리즘과 샴넷 기반 추적알고리즘의 연구를 

기술했다. 3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서술하였고,

4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CNN기반 추적알고리즘  

딥러닝 기반 추적기(tracker)의 주요 특징은 해당 

추적기들이 시각적 추적에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도

입한다는 점이다.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강력한 특징 

추출기로 사용될 수 있다. 대량의 데이터로 심층 신

경망을 훈련함으로써 신경망이 다른 레벨에서 특징

을 추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CNN은 특징 추출기

(feature extractor) 구성요소로 CF(convolutional

features) 추적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다. CNN

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입력 객체 특징을 추출하여 

상관필터(correlation filter)와 결합하여 객체를 추적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2]. Hedged Deep Tracker

(HDT)[13]와 Hierarchical Convolutional Features

(HCF) 추적기[14]도 CNN을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

는 대표적인 추적알고리즘이다. CNN기반 분할 알고

리즘을 추적에 적용한 연구도 진행됐다[15]. 이 방법

론은 목표 객체 구조 모델링에 픽셀 수준의 정보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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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샴 네트워크(siamese network)기반 추적 알고리즘

샴 네트워크(siamese network)는 두 개 이상의 동

일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신경망 아키텍쳐다. 샴 네트

워크는 동일한 매개 변수와 가중치를 서로 공유하는 

형태를 지닌다. 매개 변수 갱신은 두 개의 하위 네트

워크에서 미러링(mirroring) 된다.

Fig. 1은 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도를 보여준다.

두 입력 이미지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비교하여 

유사성을 찾기 위한 매개변수를 학습한다. 일반적인 

신경망은 여러 클래스를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데이터 셋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 또는 제거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신경망을 갱신하고,

전체 데이터를 다시 학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경망은 학습을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만 샴 네트워크는 유사성 함수를 학습하기 때문에 

두 이미지의 외형 등의 형태가 동일한지 확인 가능하

도록 훈련 시킬 수 있다. SiamFC는 완전한(fully) 컨

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여 두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차상관계연산(cross-correlation op-

eration)을 도입했다[16]. GOTURN은 AlexNet을 샴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객체 특징 추출에 사용했다. 이

전 및 현재 이미지 프레임의 특징 맵은 완전히 연결

된 레이어에 입력되어 대상의 경계 박스를 추정한다

[17]. 다른 물체에 의해 추적 객체가 가려지는 상황에

서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샴 네트워크에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적용한 연구도 

진행됐다[18]. 두 접근법 모두 분기된 CNN을 한 지

점에서 결합하기 위해 완전 연결(fully connected) 레

이어를 사용하므로 많은 훈련 매개변수뿐만 아니라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한다.

3. 제안하는 추적 알고리즘

3.1 제안하는 샴 네트워크의 구조

Fig. 2는 제안하는 샴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제안

하는 네트워크의 구조는 객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백본 네트워크로 100만장 이상의 이미지를 학습한 

8-레이어의 사전학습(pre-trained)된 AlexNet을 사

용했다. AlexNet의 하위 컨볼루션 3레이어를 사용한 

구조를 기초로 하여 하위 레이어를 샴 네트워크 형태

로 커스터마이징했다. 네트워크의 입력(input)으로 

타겟(target) 이미지와 찾기 영역(search region)이

미지를 사용한다. 각 이미지는 백본 네트워크를 거치

며 동일한 필터에 의해 특징맵(feature map)을 출력

(output)한다. 각 특징맵은 이미지 종류에 따라 분기

되어 커스텀 레이어로 입력된다. 타겟 이미지는 Fig.

2의 1행의 네트워크로 찾기 영역 이미지는 2행의 네

트워크로 입력된다. 타겟 이미지의 특징맵은 컨볼루

Fig. 1. A Basic Siamese Network Architecture.

Fig. 2. Proposed Siameses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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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레이어, 배치정규화(batch normalization), ReLU

로 구성된 컨볼루션 블록을 거치며 이미지가 지닌 

고유의 특징 값들로 구성된 1×256의 벡터를 출력한

다. 찾기 영역 이미지의 특징맵은 전역 평균 풀링

(average pooling)과 최대 풀링(max pooling)레이어

를 통과한다. 최대 풀링 레이어를 통해 특징맵을 구

성하는 특징 값들의 최대 값을 추출 함으로써 강조 

값들로 특징맵을 구성할 수 있다. 평균 풀링을 통해 

특징 값들의 평균 값으로 이루어진 특징맵을 구성함

으로써 주변 이웃값의 연관성을 유지하였다. 각 풀링 

레이어의 출력인 특징맵을 연결하기 위하여 Con-

catenation 연산을 적용한다.

3.2 데이터셋 구성 

네트워크의 매개변수 학습을 위해 ImageNet의 추

적 전용 데이터셋[19]을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셋

은 Train 및 Validation 데이터 셋으로 구분되어있

다. 각 데이터셋은 이미지와 주석(annotation)을 포

함한다. 네트워크 학습에는 Train 데이터셋, 검증에

는 Validation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입력 이미지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미지 유사도 비교를 위해 데이터셋의 각 카테고리

에서 타겟 이미지와 찾기 영역 이미지를 임의로 선택

하여 한 쌍(pair)으로 결합한다. 타겟 이미지는 바운

딩 박스 좌표값을 기준으로 잘라낸다. 찾기 영역의 

경우 이미지 형태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미지의 비율

을 유지하며 확대/축소한다. 해상도 일치 과정에 발

생되는 공백영역은 ‘0’으로 채워 넣어 이미지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타겟 이미지와 찾기 영역 

이미지는 네트워크 입력 사이즈인 256×256으로 변환

한다.

Table 1은 전처리된 한 쌍의 타겟 이미지와 찾기 

영역 이미지를 보여준다. 해당 이미지는 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2015 데이터셋의 ‘00071007’카테고리 중 일부다. 1행

의 타겟 이미지 좌표형태는 XML(extensible mark-

up language)로 저장되어 있으며 해당 좌표에 해당

되는 이미지를 추출한다. 1행 3열은 잘라낸 타겟 이

미지를 보여준다. 찾기 영역 이미지의 경우 2행 1열

의 원본 이미지를 256×256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

에서 공백 영역을 검은색으로 채워넣은 것을 2행 2열 

이미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바운딩 박스를 나타

내는 좌표는 찾기 영역 이미지 사이즈 변환 비율에 

비례하여 좌표 변환이 수행된다. 변환된 좌표는 2행 

2열 Bounding Box의 이미지에 파란색 실선(solid

line)으로 나타냈다. 해당 작업은 학습데이터셋 뿐만 

아니라 검증 데이터셋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ig. 3은 찾기영역 이미지와 바운딩 영역에 해당

Table 1. Pre-processed Image.

Original Image Bounding Box Cropped Image

Target
Image

Searc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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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레이블(label) 이미지를 보여준다. Fig. 3(a)는 

네트워크 입력으로 들어간 찾기영역, Fig. 3(b)는 레

이블 이미지다. 레이블 이미지는 50×50×1의 모양

(Shap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H(height)×W

(width)×C(channel)을 지칭한다. 레이블의 사이즈는 

네트워크의 최종 출력 맵(output map)과 동일한 사

이즈로 이루어진다. 원본 이미지의 바운딩 박스 좌표

값은 50×50 사이즈의 이미지의 좌표값에 투영되어 

재계산된다. Fig. 3(c)와 같이 원본 객체 좌표가 변환

된 좌표에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으로 표현

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논문에서 제안한 샴 네트워크 기반 추적 알고리즘

의 성능을 검증했다. 실험에는 AlexNet의 FC(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제외한 컨볼루션 블록을 사용

하였다.

실험 환경은 Table 2와 같다. 알고리즘의 성능평

가를 위해 11종의 평가 시나리오로 구성된 OTB-100

[20] 데이터셋과 SiamFC[15], Staple[21]을 사용했

다. 각 속성은 SV(scale variation), LR(low reso-

lution), MB(motion blur), OPR(out-of-plane rota-

tion), OV(out of view), IV(illumination variation),

OCC(occlusion), BC(background cluttered), DEF

(deformation), FM(fast motion), IPR(in-plane ro-

tation)으로 구성된다. 각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추적 

알고리즘의 성능평가가 가능하다. 알고리즘의 정량

적 평가를 위해 Precision Plot과 Success Plot을 사

용하였다. Precision Plot은 중점좌표에러를 계산한

다. 계산된 바운딩 박스 중심 좌표와 GT(ground-

truth)의 바운딩박스 중심 좌표 거리 평균을 계산한

다. Success Plot는 계산된 바운딩 박스와 GT의 바

운딩 박스 사이의 중첩율(overlap rate)이다.

Fig. 4는 추적에 사용된 검증 카테고리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Target 영역만 잘라낸 이미지이다.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체 프레임에서 객체 추적이 이

루어진다. Table 3은 추적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열은 프레임 번호, 두 번째 열은 매칭값이 가장 높게 

나온 최대점(maximum point)이다. 초록색 십자가는 

최고점의 좌표를 나타내고, 해당 영역을 히트맵

(heat-map)형태로 표현했다. 세 번째 열은 제안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객체 추적한 결과이고, 마지막 

네 번째 열은 GT를 보여준다.

(a) (b) (c)

Fig. 3. Image of Train Dataset. (a) Original image, (b) Label image, and (c) Label map.

Table 2. Specification of Experiment Environment.

Version

H/W

O/S Ubuntu 16.04. LTS

CPU I7-8700K

RAM 32G

GPU Titan XP

S/W
Deep learning
Framework

Pytorch 1.7.1
Fig. 4. Targe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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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Table 3의 성능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파란색 실선은 중점에러율을 나타내고 주황색 실선

은 GT와 예측된 바운딩 박스 영역 사이의 중첩 정확

도를 보여준다. 목표 객체가 이동하며 스케일이 변화

하는 380∼451 프레임 구간에서 급격하게 중첩 정확

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과 Fig. 7은 검증 데이터셋을 사용한 제안한 

추적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Precision Plot 결과인 Fig. 6의 경우 약 75.1%의 정확

도를 보여주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평

균 중점에러율은 25% 미만의 결과를 얻었으며, IPR

Table 3. Image of Tracking Result. 

Frame
Number

Maximum
Point Heat-Map

Tracked
Bounding Box

Ground-Truth

7

41

256

405

Fig. 5. Result of Precision Plot and Success Plot.

Fig. 6. Results of Precision Plot Graph of Tracking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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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약 17% 미만의 결과를 얻었다. 반면에 

Success plot인 Fig. 7의 경우 SiamFC 보다 낮은 성

능을 보여주었다.

사이즈 변환(sv) 시나리오에서 45.5%의 낮은 중

첩율을 보여주었다.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상대

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른 시나리오와 동일하

게 SV에서 추적에 실패하지 않는다. 하지만 SV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영상에서 추적 대상 객체 사이즈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바운딩 박스가 변화된 객체 

사이즈에 적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배경을 포함

한 영역 또는 객체보다 작은 영역을 바운딩하여 추적

을 진행 하기 때문에 GT의 바운딩박스 영역과 넓이

가 상이하여 낮은 성능 점수를 보여주었다.

둘째, 추적 기준이 되는 초기 첫 번째 프레임의 객

체 영역에 너무 많은 배경 정보가 포함되어있거나 초

기 객체 사이즈가 아주 작아 추적에 사용되기 위한 

충분한 객체 정보를 얻지 못하여 점진적으로 영역이 

커지는 상황에 강건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lexNet기반 샴 네트워크를 이용

한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는 객체 특징 분포 맵과 위치 추정을 위한 찾기 영역 

맵 두 가지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객체 추적을 진행했

다. 특징 분포 맵과 찾기 영역은 AlexNet을 통과하며 

특징을 추출한다. 이후 샴 네트워크을 거치며 특징분

포 맵은 목표 객체 모양 및 형태 대한 사전 정보를 

생성하고, 찾기 영역은 찾고자 하는 객체 위치에 특

징 집합을 생성한다.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유사도 

비교를 진행한다. 검증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 결과

를 통해 Precision Plot 평가에서 75.1%의 정확도 보

여줬다.

Success Plot 평균에서 약 53% 결과를 보여줬다.

그 이유는 객체 사이즈 변화에서 강건히 대응하지 

못했다. 나아가 추적 기준이 되는 초기 첫 번째 프레

임의 객체 영역에 너무 많은 배경 정보가 포함되어있

거나, 시퀀스가 진행되며 초기 객체와 형태가 많이 

달라지므로 Success Plot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관찰했다. 향후 연구로 객체 영역의 중첩

률 향상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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