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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관심 있는 객체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객체 추적 시스템과 달리, 이 제안은 관심 객체의 여러 가지
특성을 탐지하고, 관심 대상의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소거 방법을 사용한다. 기존의 방법들은 관심 객체의 전체 특성을 추출하여 추적하거나 관심
대상의얼굴을 식별하여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내가 제안한 방법은객체를 추적하기위한 많은 재식별방법과는 다르게, 이 방법은 객체를 놓쳤을
때 객체를 다시 감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실종자나 범죄자 등 사람의 외형에 근거하여

사람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찾게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거리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

TV)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소에 설치된 CCTV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다양한방향의연구가있었다. 그중 객체추적기술은이런

방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Fair-

MOT[1] 및 Deep-Sort[2]는 이 분야에서는 유명한 객체 추적

알고리즘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객체의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추적하는알고리즘으로 ID 스위칭및 객체가려짐과같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객체 전체의 특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객체가 착용한 의복과

액세서리에 근거하여 관심 인물을 탐색하기 때문에 ID 스위칭 문제와

객체 가려짐 문제에서 벗어난다.

Ⅱ. 본론

본 시스템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객체를 인식하고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객체 인식부와 어떤 사람이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했는지

판단하는 의복 판별 부로 나누어진다.

A. 객체 탐지시스템

본 시스템의 객체 탐지시스템은 Yolo-v3[3]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일반 객체 탐지와 다르게 세분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합니다. 그림 1과

같이 객체의 라벨링 작업은 단순 사람이 아닌, 청색 상의, 베이지색 하의,

안경, 흰색 마스크 등으로 세분된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주 객체와 주변

객체로 분류하여 생각한다. 이러한 분류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착용했는지 판단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객체를 추적하기

위하여 객체 전체 혹은 일부분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것을 추적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이다. 또한 관심 객체가 특별한 액세서리를

착용하였을 때 우리는 특별한 액세서리를 개별적으로 학습하여 객체를

탐색하는 성능을 높일 수 있다.

B. 관심 객체 검색 방법

본 시스템은 관심 객체의 큰 특징을 먼저 분류하고 이후 세부 객체를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B - 1. 사람의 성별 분류

우리는 가장 처음 사람이라는 객체를 확인하고 나면, 사람의 성별을

가장 먼저 분류한다. 찾고자 하는 대상의 성별을 모두 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탐지 대상은 약 50%가 줄어든다.

B - 2. 대상의 상의와 하의

상의와 하의는 사람의 옷차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는 착용

물품이다. 일반적으로 실종자 찾기는 실종될 때의 의복이 주요 단서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 의복을 사용한 데이터 세트를 제작하고 별개로

학습하여 우리가 찾는 대상과 다른 의복을 착용한 사람을 탐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B - 3. 대상의 특별한 액세서리

관심 대상이 착용한 물품 중 크기는 작지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액세서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액세서리를 데이터 세트로

수집하여 관심 대상의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탐지 대상의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C. 관심 대상 검색 순서

우리는 위의 B 방법을 사용하여 실종자, 혹은 범죄자와 같은 관심

대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관심 대상의 특징이 더

존재한다면 그것을 추가로 학습하여 관심 대상 검색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심 대상을 특정하는 정보 중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위의 과정을 바꾸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라벨링 세분화

D. 관심 대상 판단 방법

본시스템은대상이어떤의복을착용하였는지에따라서관심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이 의복을 착용한 것인지,

단순히 다른 의복을 착용한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이 의복을 착용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주 객체와 주변 객체의

IOU Score를 사용하여판단한다. IOU Score 는두영역이얼마나 겹쳐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일정 이상 영역이 겹쳐져 있다고 할 때

대상이 의복을 착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Person A와

검정 티셔츠의 IOU는 1이고, Person B와 검정 티셔츠의 IOU는 0이므로

우리는 Person A가 검정 티셔츠를 입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E. 객체 가려짐 문제에서의 판단 방법

우리의 탐지 방법은 객체가 가려진 상태일 때 잠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처럼 다수의 객체를 동시에 추적하고 ID를 할당해야

하는 기존의 알고리즘들과 달리, 우리가 입력한 주변 객체를 착용한

대상을 찾는 것이므로, 우리의 관심 대상이 잠시 다른 객체에 가려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객체가 가려진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객체를 탐지할 수 있다.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 관심인물탐지를위한객체인식알고리즘을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CCTV 전제의 인물들을 추적하는 대신,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의 인상착의를 사용하여 관심 인물 전체를

탐색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매 프레임 새롭게 객체 탐지를 시행하기

때문에 기존의객체추적과달리여러 가지문제점에서벗어날수 있지만,

대상의 인상착의를 사용하여 탐지하는 만큼, 유행하는옷차림이나 유니폼

등의 의상을 착용한 대상은 탐지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우리는 본

그림 2 의상 착용 구별 방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객체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액세서리 탐지를

추가하였지만, CCTV의 특성상 저화질의 영상이 많고 그에 따라 크기가

작은 액세서리를 탐지하지 못할 경우가 존재한다. 추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초 해상도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액세서리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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