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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object tracking system according to reliability assessment of learning in mobile environments. The

proposed system is based on markerless tracking, and there are four modules which are recognition, tracking, detecting and

learning module. Recognition module detects and identifies an object to be matched on current frame correspond to the

database using LSH through SURF, and then this module generates a standard object information that has the best reliability

of learning. The standard object information is used for evaluating and learning the object that is successful tracking in

tracking module. Detecting module finds out the object based on having the best possible knowledge available among the

learned objects information, when the system fails to track.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is able

to recognize and track the reliable objects with reliability assessment of learning for the use of mobil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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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객체 인식과 추적은 사진 혹은 동영상에서 특정 객

체를 판별하여 인식하고, 인식된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

관측하여 그 궤도 및 위치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컴

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추적 방법은 다양한 분야

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다양하다. 현재 모바

일 기기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비전기반의

추적기술을 모바일에 적용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시장을

형성 하고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의 추적기술은 마커

기반의 추적기술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마커

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제약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이 어렵다. 비 마커 방법의 객체 추적 방법은 일

반적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계산 비용이 증가되

고, 이는 정합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반면, 인식 속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확도에 대한 비중을 낮추면 잘

못된 객체 인식 오류를 발생 시켜 오정합 결과를 초래하

기 때문에 객체들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객체를 정확하

고 빠르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1].

이는 크게 점(0D feature), 선(1D feature), 영역(2D

feature)을 이용하는 방법들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점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Harris Corner detector [2],

Hessian detector [3], Kitchen Rosenfeld [4], SUSAN

(Smallest Univalue Segment Assimilating Nucleus) [5]

등이 있다. 점과 선을 이용한 방법들은 계산 비용이 적

어 빠르게 수행 될 수 있으나 영상내 객체의 크기와 회

전등이 변화된 영상 내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

이 있기 때문에 영역 내에서 특징들을 추출하고 영역

기술자를 생성하는 SIFT [6]와 SURF [7]등이 개발 되

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정확도가 높아 영상 스티칭

(image stitching)을 위한 특징 탐지에서도 사용된다.

가우시안 DoG (Differential of Gaussian)영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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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는 SIFT는 연산속도가 매우 느

리다는 단점이 있어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적용되기 힘

들다. SIFT의 단점을 줄이고자 개발된 SURF는 Box

filter를 이용한 고속 헤이시안 탐지기(fast hessian

detector)를 통해 특징점의 탐지과정과 기술자 생성 과

정을 단순화 하여 수행 속도를 향상 시켰다[8].

본 연구에서는 객체 추적을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비 마커 기반 객체 인식과 추적, 신뢰도를 평가한 뒤

학습을 통한 객체 검출을 이용한 다중 객체 추적 방법

을 제안한다. 먼저 다양한 객체를 학습시켜 얻은

database를 기반으로 추적하고자 하는 객체를 LSH

(Locality Sensitive Hashing)을 이용하여 빠르게 탐색

및 인식 한 뒤, 인식된 객체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한다.

추적을 하면서 추적에 성공한 객체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함과 동시에 학습 시켜 학습된 객체 정보의 신뢰

도를 현재 영상과 비교 평가하여 객체 추적에 실패할

경우 신뢰 할 수 있는 객체를 다시 검출하고, 검출된

객체정보를 기반으로 다시 추적함으로써 모바일 환경

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객체 추적 시스템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추적할 객체에 대한SURF를

이용하여 탐색 및 인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추적과 신뢰도를 평가 및 학습하는 방법을,

4장에서는 추적에 실패할 경우 신뢰도 평가에 의한 학

습된 이미지 정보를 기반으로 탐색하여 제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 한다.

2. SURF와 LSH 
(Locality Sensitive Hashing)

현재 영상에 대해 SURF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128 차원의 기술자와 특징점을 추출한 뒤, 그 정보를

기반으로 미리 학습된 Database를 LSH 통해 많은 양

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탐색하여 객체를 인식 한다.

2.1. SURF

SURF 알고리즘은 특이점을 추출하는 feature

extraction 부분과 특이점 주변 영상에 대한 정보를 서

술하는 feature description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Feature extraction 부분에서 적분 영상을 생성하는

이유는 SURF 알고리즘에서 박스 타입의 필터와 컨벌

루션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함이며, 고속 헤이시안

행렬(Fast-Hessian Matrix)에서는 x, y, xy 축으로 근사

화된 2차 미분 LoG (Laplacian of Gaussian) 박스필터

와 적분 영상간의 컨벌루션 연산을 통해 헤이시안 행

렬을 구한한 후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한다. 그

리고 Non-maxima Supperssion을 통해 헤이시안 행렬

식(Determinant) 이 임계값보다 크고 인접 스케일과 비

교하여 디터미넌트가 가장 클 경우 특이점으로 결정된

다. Feature Desciption 부분 에서는 추출된 특이점의

주 방향(dominant direction)을 결정하고 그 주변 영상

의 서술자를 생성한다[9-10].

2.2. Locality Sensitive Hashing (LSH)

LSH는 특징 벡터간 유사성이 보존되도록 설계된 해

시 함수를 통해 최소기리외 객체가 검색 대상 특징 백

터와 동일한 해시 함수 값을 가질 확률이 높도록 개선

한 해싱 방법이다.

먼저 d차원의 특징벡터 p = (x1, ..., xd)를 식 (1)과

같은 변환함수 v(p)을 이용하여 d'차원의 해밍 공간으

로 변환한다.

p' = v(p) = Unaryc(x1) ··· Unaryc(xd) (1)

여기서 d'은 C*d로 계산된다. C는 xi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이다. Unaryc를 x개의 1과 (C-x)개의 0으로 이

루어진 길이 C인 비트열을 나타낸다.

해밍거리를 이용하는 LSH는 주어진 데이터를 해밍

공간에 매핑하여 실제 데이터를 이진 표현으로 나타낸

다. 이 때, 실제 데이터 p는 d개의 값을 갖는 벡터이며,

각 차원의 값은 모든 데이터 값 중 가장 큰 값 C의 길

이의 2진수로 변환된다 p의 이진표현 v(p)는 이러한 C

길이의 2진수 d개를 결합한 길이 dC의 2진수로 표현

된다. 각 차원의 값은 해당 값 만큼의 연속된 1과 C에

서 해당 값을 뺀 만큼의 연속된 0으로 이루어진다. 해

밍 거리를 이용하는 해쉬 함수 집합은 이렇게 변환된

p의 이진표현으로부터 미리 임의로 정해진 k개의 비트

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해밍 거리를 이용하는 LSH는 해밍거리 해쉬 함수를

L개 정의하고 각각의 해쉬 함수에 상응하는 해쉬 테이

블을 L개 생성한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 L개의 해쉬 테

이블을 이용한 인덱스를 생성한 이후 쿼리 데이터 아이

템 q가 주어지면 q를 L개의 해쉬 함수를 통해 해쉬하여

나온 해쉬 값에 해당하는 L개의 해쉬 버킷들에 들어있

는 아이템들을 후보 아이템들로 간주하고, 이러한 아이

템들의 수는 전체 아이템 수에 비해 매우 적기 ?문에 k-

최근접 검색 방법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진다. p –

Stable 함수를 이용하는 LSH는 해쉬 함수를 구성하기

위한 k개의 요소를 각각 다음 식(2) 통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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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a, b) (v) = ((a * v + b)/r) (2)

이때, 주어진 데이터의 벡터표현 v를 미리 임의로 정

해진 같은 길이의 벡터 a와 역시 임의로 정해진 상수

b를 이용하여 하나의 값으로 바꾸고, 이를 r개의 구간

으로 나누어 해슁한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객체 정보를 각각 인덱스와 그

에 따른 SURF를 통한 특징점, 128차원의 기술자를 학

습시켜 Database에 저장한 뒤, 현재 영상에 대한 정보

와 Database를 통한 정보를 LSH를 사용하여 빠르게

검색을 한다. LSH를 통한 객체 검출 및 인식 결과에서

추출된 객체의 정보는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Level 1의

정보로 학습되고 이 정보는 신뢰도를 평가 할 때 기준

정보가 되어 추적에 성공하여 학습될 객체의 정보를

비교 및 평가되는데 사용된다[11].

3. 추적 및 추적 객체 신뢰도 평가 학습

객체 검출 및 인식 과정에서 추출한 객체의 정보 특

징점, ROI, 카메라의 위치 정보, 히스토그램 정보 등을

기반으로 광류를 이용한 객체 추적을 한다. 추적에 성

공하게 되면 학습을 통하여 추적에 성공한 객체를 평

가 학습하게 되는데, 평가는 현재 성공한 객체에 대해

k-means를 통해 히스토그램을 군집화하고 각 특징점이

위치한 히스토그램 라벨과 신뢰도 Level0의 히스토그

램 라벨 과의 비교를 통해 매칭된 히스토그램의 라벨

이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 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의

신뢰도를 가지며, Level0의 신뢰도를 갖는 객체에 대

하여 매칭된 특징점의 분포가 넓을수록 높은 점수의

신뢰도를 갖는다. 또한 PCA를 통한 매칭 영역의 고유

벡터가 유사 하고, 추적에 성공한 영상이 가장 최신일

수록 높은 점수의 신뢰도를 얻게 된다.

3.1. 객체 추적

객체 추적은 옵티컬 플로우의 LK 알고리즘을 통해

수행되고 3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밝기 항상성(Brightness constancy)은 추적

하고 있는 물체의 픽셀의 밝기 값은 프레임이 변하더

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

다음의 식 (3)이 유도된다.

f(x, t) = I(x(t), t) = I(x(x + dx), t + dt)

여기서, (3)

두 번째, 시간 지속성(Temporal persistence)은 영상

에서 물체의 움직임에 비하여 시간의 변화가 더 빠르

게 진행되며, 이는 연속된 프레임 사이에서 물체의 이동

량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을 2차원으로

확장하여 y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을 v라 하고, x축 방

향으로의 속도 성분을 u라고 표시하면 다음 식 (4)가 성

립된다.

Ixu + Iyu + I =0 (4)

여기서 원하는 y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v와 x축

방향으로서의 속도 성분 u를 구하려 할 때 식을 이용

해서는 유일한 해를 구할 수 없다. 대신 법선 방향의

움직임 성분을 Fig.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K의 마지막 가정인 공간 일관성(spatial coherence)

이 사용된다. 공간 일관성은 공간적으로 서로 인접하는

점들은 동일한 물체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동일한 움

직임을 갖는다는 가정이다. 식 ( )을 이용하여 5 × 5 크

기의 윈도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25개의 방정식

식 (5)를 유도 할 수 있다.

(5)

위 식을 풀기 위해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며, min

에 해당하는 값을 다음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6)

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위 수식을 풀 수 있고

∂ x( )/∂t 0=

Ix p1( )   Iy p1( )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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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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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rm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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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y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v와 x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u를 구할 수 있다[12].

3.2. 신뢰도 평가 및 학습

신뢰도에 대한 평가 및 객체 학습은 객체 검출, 인식

과정에서 생성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갖는 Level0의

객체 정보를 기준으로 객체 추적에 성공한 객체를 평

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객체인지 평가하여 학습을 하

고, 신뢰도 수준을 결정 한다. Fig. 2는 추적에 성공하

여 신뢰도를 평가한 뒤, 학습된 객체를 보여준다.

기준이 되는 Leve l0의 객체 정보를 분석하여 픽셀

을 Fig. 3와 같이 군집화 Ki(k1, k2, k3, ···ki)한다.

또한 Leve l0의 객체 정보에 포함된 특징점의 좌표

Xk(x1, x2, x3, ···xk)를 군집화된 픽셀에 매칭하여 해당

특징점이 어느 픽셀의 집합에 속에 있는지 라벨링

Label을 수행하여 식 (7)과 같이 표시한다.

(9)

Level0의 기준 객체와 추적에 성공한 객체 사이의

매칭된 특징점이 포함된 라벨의 종류가 많을수록 넓고

다양한 종류의 픽셀을 포함한 특징점이 매칭되었을 확

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고, 매칭된 특징점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한 매칭된 특징점을 기반으로 매칭 영역을 설정

한 뒤,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수행하여

k개의 고유벡터 Pk = (C1···Ck)를 추출하여 Leve l0와

근사한 계수인지 근사 계수 H를 식 (8)과 같이 조사한다.

(8)

추적에 성공한 객체가 최신의 영상영상부터 추적에

성공한 객체 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신뢰도를 식 (9)

와 같이 평가 및 결정한다.

(9)

 

식 (9)와 같이 추적에 성공한 객체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여 Level0의 신뢰도를 갖는 객체를 기준으로

Level5까지 각각의 객체를 평가하여 총 6가지의 신뢰

도 갖는 객체들로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객체들은

추적에 실패 하였을 때나, 객체를 검출 또는 인식 할

때 사용된다.

4. 객체 탐색

객체가 추적에 실패 했을 때, 학습된 객체에 대한 정

보를 이용하여 현재 영상과 학습된 객체간신뢰도를 재

평가하여 학습된 객체 정보를 정렬하고,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학습된 객체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검출된 객

체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또한 정렬된 학습 객체 정보

는 Level0, Level1, Level2의 신뢰도에 대한 객체 정보

를 제외하고 초기화 한 뒤, 다시 객체 추적 모듈로 돌

아가 업데이트된 객체의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을 시행

한다. 

객체 탐색에 수행된 특징점과 기술자는 ORB를 사용

하여 빠른 탐색 결과와 객체 및 객체를 포함한 영역

(ROI)을 재 설정할 때 6자유도를 갖는 homography를 수

행, 회전과 스케일 변화에 강건한 탐색을 수행 하였다. 

5. 결  론

모바일 환경에서 Database를 기반으로 빠르고다양한

객체를 추출 하고 인식한 뒤, 인식된 객체를 가장 신뢰

도가 높은 Level0로 학습하고, 이를 기준으로 5가지의

신뢰도를 갖는 객체를 추적과 동시에 학습하였다. 또한

객체 추척에 실패 하였을 경우, 신뢰 할 수 있는 학습

Label0 k1 Xn⊃ x1 x2···xn,( )( )

M

Label1 kj Xj⊃ x1 x2···xj,( )( )  

0 H Plevel0
k

C1···Ck( ),Pk C1···Ck( )= =( ) 1≤ ≤

Leveln 1–

NLabel

total Label
-------------------------

frame

total frame
--------------------------×

matchingXn

Xk

-----------------------------,×=

0 H Plevel1k
= C1···Ck( ) Pk= C1···Ck( ),( ) 1≤( )≤⎝ ⎠

⎜ ⎟
⎜ ⎟
⎜ ⎟
⎛ ⎞

Fig. 2. Trained objects.

Fig. 3. Clustered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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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객체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재 탐색 하였기 때문

에 재 탐색된 객체 또한 신뢰 할 수 있는 객체의 정보

라고 할 수 있으며, 특징점과 6 자유도를 갖는 Homo-

graphy 정보를 이용하여 회전과 스케일 변화에 강건한

객체를 추적 할 수 있었다. Fig. 4는 모바일 환경에서

결과 영상이다. 실험은 IOS OS의 iPhone5 환경에서

수행하였으며 평균 15 fps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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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cking in mobile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