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9.451

RGB-D 영상 포맷을 위한 결합형 무작위 Fern을 이용한 객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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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객체 검출은 다양한 컴퓨터 비  응용 분야의 핵심 기술이지만 조명 변화와 기하학  왜곡에 강인성을 

갖기 해서는 막 한 계산이 필요한 기술이다. 최근에 이 문제를 분류기의 토 로 체계화함으로써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한 근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  무작  fern 알고리즘은 단순한 구조와 높은 인식 

성능으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무작  fern 알고리즘은 화소간의 밝기 차이만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있어 조, 조명 변화와 같은 밝기 변화나 잡음에 해 취약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무작  fern의 단 을 개선하기 해 패치의 기하학  구조를 반 할 수 있는 깊이 정보를 결합시킨 결합형 

무작  fern을 새로이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객체 검출기의 성능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결합형 무작  fern이 기존 방식보다 조명의 향이나 잡음에 강인함을 보인다. 

 
■ 중심어 :∣객체 검출∣무작위 fern∣RGB-D 영상 포맷∣

Abstract

While an object detection algorithm plays a key role in many computer vision applications, it 

requires extensive computation to show robustness under varying lightning and geometrical 

distortions. Recently, some approaches formulate the problem in a classification framework and 

show improved performances in object recognition. Among them, random fern algorithm drew a 

lot of attention because of its simple structure and high recognition rates. However, it reveals 

performance degradation under the illumination changes and noise addition, since it computes 

patch features based only on pixel intensit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tructure of 

combined random fern which incorporates depth information into the conventional random fern 

reflecting 3D structure of the patch. In addition, a new structure of object tracker which exploits 

the combined random fern is also introduced. Experimen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superior performance of object detection under illumination change and noisy condition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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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객체 검출[1][2]은 동 상을 구성하는 연속 임에

서 임간의 연 성을 이용하지 않고 심 객체를 찾

아내는 기법이다. 강건한 검출 성능을 해 객체의 변

화  잡음에 강인한 특징(feature)을 기반으로 하는 검

출 기법들은 컴퓨터 비 의 핵심 기술로서 물체 추 , 

표  감시, 증강 실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다양한 조명 변화와 가변  투  왜곡 하에서의 객체 

검출을 한 표 인 기법은 기울기의 국부 히스토그

램을 이용하는 SIFT 알고리즘[3]이다. SIFT 알고리즘

은 다양한 스 일의 상을 생성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

하기 때문에 스 일의 변화가 큰 상에서도 패치를 효

과 으로 검출할 수 있지만,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다. 강건한 객체 검출을 한 두 번째 근법으

로 패치의 확률  모델을 계산하기 해 통계  학습 

기법에 의존하는 방식인 One-shot 기법[4]은 PCA와 

가우시안 mixture 모형을 사용하지만 투  왜곡을 보

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최근에는 다양한 투  왜곡과 조명 변화의 환경 하에

서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패치들을 클래스 분류의 문

제로 정형화하여 패치 정합과 객체 검출을 효과 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  무작

 fern[5][6]은 다  클래스 분류가 가능하며, 상의 

밝기값 비교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단순하

지만 우수한 검출 성능을 보이며, 특징  인식, 얼굴 검

출, 객체 추   SLAM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

되고 있다. 그러나 무작  fern 알고리즘은 기본 으로 

밝기값의 비교만을 이용하여 특징값을 추출하기 때문

에 조나 밝기의 변화 는 잡음 성분의 첨가 등과 같

이 화소의 밝기값이 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인식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을 개선하기 해 깊이 정보

[7]를 이용한 결합형 무작  fern을 제안한다. 깊이 정

보는 카메라와의 거리를 나타내고, 객체의 기하학  특

징을 객체 역내의 픽셀값들간의 차이로 나타낸다. 따

라서, 깊이 정보를 무작  fern의 특징값으로 추가로 이

용한다면 다양한 환경 변화에 강건성을 갖는 결합형 무

작  fern을 설계할 수 있다. 제안하는 결합형 무작  

fern의 성능 확인을 해 기존 무작  fern이 용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우[8] 기반의 TLD 객체 추 기[9]

의 검출 트에 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며, 검출 성

능이 개선되는 것을 보인다.

2장에서는 무작  fern 알고리즘과 객체 검출기 구조

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 방법인 결합형 무작

 fern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결합

형 무작  fern이 용된 객체 검출기의 성능이 개선됨

을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1. 무작위 fern 알고리즘 
무작  fern 알고리즘[5][6]은 매칭 속도와 성능이 우

수하며 진 인 학습이 가능한 키포인트[10] 매칭 알

고리즘으로써, 입력으로 들어오는 키포인트들을 가장 

유사한 클래스로 분류한다. 첫 임에서 심객체의 

키포인트를 심으로 하는 이미지 패치들에 해 거의 

모든 경우의 크기, 회  변화를 가하여 만들어진 패치

들의 집합이 클래스이며, 이진 특징(binary feature)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이진 특징은 패치 내 임의의 치

의 두 화소의 밝기 비교를 통해 추출되며, 수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이진 특징 는 이미지 패치  내의 두 픽셀 치 

과 의 밝기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 이 특징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클래스의 정확한 분류를 해서는 약 

≈개 이상의 많은 이진 특징이 필요하다. 각각의 

클래스에 해 개의 목록의 장과 측이 필요한데 

이는 물리  메모리 공간의 문제로 구 이 불가능하다. 

한 타 으로 이진 특징들 사이의 약간의 종속성

들을 모델링하여 세미 베이지안(semi-baysian) 근법

[11]에 따라 수식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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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3)

개의 이진 특징이 필요한 형태에서 이진 특징 개

를 갖는 개의 그룹으로 나 어 ×로 표 하여, 

개의 그룹들을 무작  fern이라 한다. 수식 (3)은 k번

째 무작  fern을 나타내며, 는   의 범

를 갖는 임의의 순열이다. 과 를 조 하여 검출 성

능과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조 할 수 있다. 

2. 객체 검출기 구조
TLD[9]는 Tracking-Learning-Detection의 임말

로 2012년도에 제안된 사  학습 없이 실시간으로 심 

객체를 추 하는 기법으로 성능이 매우 뛰어나 최신 기

술로 평가받고 있다. TLD는 추 , 학습, 검출, 통합의 

네 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검출 트는 캐스

이드 구조로 분산 필터, 앙상블 분류기, 최근  이웃 분

류기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분산 필터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무수

히 많은 슬라이딩 도우들  분산이 낮은 단조로운 

도우들을 탈락시켜 처리시간을 최소화하는 처리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단계인 앙상블 분류기는 캐스 이드 분류기

의 세 과정  핵심 기술로 무작  fern을 기반으로 동

작하며, 온라인 추 기의 특성에 맞게 개량되어 용되

었다. 클래스를 객체와 배경으로 제한함으로써, 처리 시

간과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뛰어난 분류 성능

과 빠른 속도를 유지한다.

마지막 단계인 최근  이웃 분류기는 입력으로 들어

온 도우들을 심 객체  배경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단하며, 검출 트의 

최종 결과가 된다.

III. 제안하는 결합형 무작위 fern

기존 무작  fern 알고리즘은 화소 의 밝기 차를 이

용하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조명에 의해 심 객체

의 일부분만 밝기가 변하거나 조도에 의한 노이즈 발

생시 검출 성능에 많은 향을 미친다. 이런 조명과 잡

음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며, 

객체의 기하학  특징을 객체 역내의 픽셀값들간의 

차이로 나타내는 깊이 정보는 조명의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무작  fern의 강건성을 개선하기 한 추

가정보로 합하다.

그림 1. 조명의 영향에 의한 이진 특징의 변화

그림 2. 결합형 무작위 fern의 이진 특징 추출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결합형 무작  fern은 [그림 2]

에서와 같이 컬러 정보와 깊이 정보를 나타내는 각각의 

이진특징들을 하나의 무작  fern안에 함께 구성함으로

써 구조는 매우 단순함에도 3차원 특징값을 표 할 수 

있다. 한 밝기  조 변화나 노이즈에 강인하며, 기

존 무작  fern을 체하여 용하기 쉽다. 결합형 무작

 fern은 수식 (4), 이진특징은 수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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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결합형 무작위 fern을 적용한 검출기 구조

  … …  
(4)

         

        

           (5)

수식 (4)의 는 컬러정보에 한 이진특징으로 

  …으로 은 무작  fern의 개수, 는 컬러

정보 비트의 개수다.   는 깊이 정보에 한 이

진특징을 나타내며,  ∼ 까지 깊이정보가 할당

되고, 깊이 정보 비트의 개수 는 이다. 는 무

작  fern의 깊이다. 수식 (5)의 는 컬러 상, 는 깊

이 상을 나타낸다.

무작  fern의 깊이는 검출 성능과 사용 메모리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작  fern의 깊이 는 

유지하고, 의 크기를 조 하여 컬러 정보와 깊이 정

보의 비율을 결정한다. 이 비율을 결정하기 해서 컬

러 상과 깊이 지도의 정보량의 차이에 해 고려해야 

한다. 컬러 상은 사물이 가진 본연의 색과 조명의 

향으로 인한 화이트 밸런스 변화와 그림자의 향, 카

메라 센서에 의한 노이즈 발생[12] 등 수많은 요인에 의

해 향을 받으며, 컬러 정보만으로는 객체와 객체 사

진처럼 컬러정보가 동일한 경우를 구별할 수 없다. 깊

이 지도는 카메라와의 거리를 픽셀값으로 표 하기 때

문에 상 으로 상이 가진 정보량이 으며, 깊이 

정보만으로는 크기가 같고 색상이 다른 두 개의 상자를 

구별 할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컬러 정보와 깊이 정보

를 한 비율로 조합해야하는데, 컬러 정보에 비해 

깊이 정보의 비율을 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IV. 실험 결과

이번 장에서는 [그림 3]과 같은 형태의 결합형 무작

 fern의 검출기 용에 따른 성능 향상에 해 알아보

기 해 모의 실험을 진행하 다. 촬  장비에 따라 깊

이 정보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키넥트[7][13]

의 경우만을 고려하 으며, 4:3 비율의 깊이 상에 맞

추어 컬러 상도 1440x1080으로 잘라내었다. 각각 

임마다 수작업으로 설정한 심객체 역의 좌표와 [표 

1]을 기 으로 검출 성능 평가를 진행하 다. [표 1] 내

의 객체 역은 심객체 역과 겹쳐지는 면 이 60%

이상일 경우이며, 배경 역은 심객체 역과 겹쳐지

는 면 이 20%이하일 경우이다.

PASS  분류기를 통과한 슬라이딩 윈도우
TP

(True Positive)
 분류기를 통과했으며, 객체 영역

FP
(False Positive)

 분류기를 통과했으며, 배경 영역

FN
(False Negative)

 분류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객체 영역

정확도  TP / PASS
FAR

(False Alarm Rate)
 FP / PASS

MR
(Missing Rate)

 FN / (TP + FN)

표 1. 객체 검출기 성능 평가 기준

무작  fern의 총 깊이(S)는 13, 개수(M)는 10개이며, 

각각의 실험 상에 해 깊이 정보 비트의 수(D)를 0

부터 13개까지 할당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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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1]의 정확도, FAR, MR, PASS, FP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기존 무작  fern (D=0)의 결과는 1로 정규

화하여 기 으로 삼았기 때문에 표기는 생략하 다. 정

확도는 높을수록, PASS는 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

으며, 나머지 수치들은 낮을수록 좋다. FP의 증가로 인

한 PASS의 증가는 검출기의 처리속도와 변별력을 떨

어뜨리는 요인으로 FP의 변화에 주의해야하며, TP의 

증가로 인하더라도 PASS의 큰 폭으로의 증가는 처리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PASS는 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림 4. 실험영상1 (622Frames)

그림 5. 실험영상1에 대한 성능비교

실험 상은 총 3가지이며, 실험 상 1은 [그림 4]와 

같이 색 자동차가 앞뒤로 이동하면서 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상으로 심 객체의 크기변화  

이동에 따른 검출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실험 상 

2는 [그림 6]와 같이 인형이 올려져 있는 자동차가 서서

히 회   이동하며 임을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는 

상으로 심객체의 회 에 따른 검출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실험 상 3은 [그림 8]과 같이 로 이 걸어

서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는 상으로 로 이 앞으로 계

속 걸어오기 때문에 심객체와 배경과의 거리는  

멀어지며, 심 객체 내부의 기하학  형태가  뚜

렷해지는 심객체 내의 구조  특징이 잘 드러나는 

상이다.

그림 6. 실험영상2 (200Frames)

그림 7. 실험영상2에 대한 성능비교

실험 상1의 모의실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래

의 가로축은 D의 값으로 1∼13의 범 를 가지며, 세

로축은 1로 정규화된 D=0의 값을 기 으로 0이상의 값

을 갖는다. [그림 5]의 정확도와 MR을 보면 D=10까지 

성능이 향상되지만, FP가 1을 넘어서는 D=6부터는 분

류기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실험 상1의 경우에는 D=4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며, 컬러  깊이 상의 특성이 다른 실험

상 2와 3에 한 실험 결과는 [그림 7]과 [그림 9]과 

같다. PASS와 FP등 수치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실

험 상 2는 D=4가, 실험 상 3은 D=10이 가장 좋은 성

능을 보 다. 

추가 으로 노이즈 첨가시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량이 부족한 부분의 실내 촬 환경에서는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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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센서의 특성상 노출 확보를 해 센서의 감도

(ISO)[12]를 올리게 되며, 이로 인해 상 체에 노이

즈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여 가우시안 

노이즈를 표 편차 20, 평균 0으로 설정  첨가하여, 

[그림 2]와 같은 잡음이 발생하 으며, 실험 결과는 [그

림 10-12]과 같다. 노이즈 첨가로 인해 컬러 정보의 정

확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실험 상 1,2와 같이 심 객

체 내부의 기하학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 특성

과 PASS를 고려했을 때, D=4가 가장 우수하며, 심 

객체 내부의 기하학  특징이 뚜렷한 실험 상3의 경

우 노이즈의 첨가시 깊이 정보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8. 실험영상3 (320Frames)

그림 9. 실험영상3에 대한 성능비교

결과로부터 일반 인 상부터 노이즈를 첨가한 

상까지 상 특성의 향을 가장 게 받으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는 D=4이며, 이 결과는 컬러 

정보와 깊이 정보가 갖는 정보량의 차이에 의해 비율이 

2:1을 이루는 경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나타났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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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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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노이즈 첨가 실험영상1에 대한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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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노이즈 첨가 실험영상2에 대한 성능비교

그림 12. 노이즈 첨가 실험영상3에 대한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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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깊이 정보 비율에 따른 성능비교
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실험
영상
1

정확도 1.130 1.129 1.197 1.210 1.199 1.168 1.090 1.162 1.154 1.145 1.023 0.920 0.888
FAR 0.806  0.819 0.728 0.703 0.726 0.767 0.870 0.774 0.785 0.798 0.959 1.095 1.138 
MR 0.991  0.950 0.934 0.911 0.896 0.886 0.887 0.847 0.834 0.834 0.892 0.896 0.881 

PASS 0.925 1.119  1.124  1.211  1.288  1.371  1.461 1.549  1.623  1.635  1.534  1.680  1.831  
FP 0.754  0.922 0.823 0.857 0.936 1.060 1.280 1.202 1.281 1.308 1.480 1.852 2.095  

실험
영상
2

정확도 1.144 1.190  1.137  1.259  1.208  1.242  1.220  1.187  1.116  1.116  1.141  1.106  1.159  
FAR 0.844  0.794 0.850 0.718 0.774 0.736 0.761 0.796 0.874 0.873 0.846 0.885 0.828 
MR 0.971  0.951 0.932 0.915 0.885 0.857 0.850 0.830 0.805 0.788 0.795 0.797 0.813 

PASS 1.082  1.171 1.359 1.348 1.598 1.753 1.833 2.021 2.322 2.470 2.345 2.408 2.179 
FP 0.913  0.929 1.155 0.968 1.237 1.291 1.394 1.609 2.030 2.158 1.984 2.132 1.803 

실험
영상
3

정확도 1.231 1.266  1.301  1.336  1.368  1.445  1.503  1.573  1.622  1.691  1.690  1.683  1.692  
FAR 0.788  0.756 0.724 0.692 0.662 0.592 0.539 0.475 0.430 0.367 0.368 0.374 0.366 
MR 0.977  0.972 0.970 0.960 0.949 0.938 0.923 0.907 0.903 0.892 0.876 0.870 0.863 

PASS 0.954  0.961 0.946 0.982 1.018 1.023 1.063 1.092 1.078 1.088 1.159 1.191 1.217 
FP 0.752  0.727 0.685 0.680 0.674 0.606 0.573 0.519 0.463 0.399 0.426 0.446 0.445 

노이즈
첨가
영상
1

정확도 1.281 1.402  1.365  1.689  1.586  1.610  1.688  1.715  1.629  1.654  1.485  1.576  1.387  
FAR 0.824  0.748 0.771 0.568 0.633 0.618 0.569 0.552 0.606 0.590 0.696 0.639 0.758 
MR 0.979  0.953 0.956 0.892 0.866 0.862 0.841 0.838 0.800 0.855 0.770 0.802 0.797 

PASS 0.939  1.040 1.048 1.216 1.455 1.455 1.507 1.501 1.811 1.460 2.180 1.860 2.149 
FP 0.774  0.778 0.809 0.691 0.920 0.899 0.857 0.828 1.097 0.862 1.517 1.189 1.628 

노이즈
첨가
영상
2

정확도 1.622 1.757  2.135  2.268  2.156  2.243  2.171  2.449  2.429  2.351  2.528  2.337  2.059  
FAR 0.775  0.727 0.590 0.542 0.583 0.551 0.577 0.477 0.484 0.513 0.449 0.518 0.618 
MR 0.977  0.957 0.911 0.883 0.874 0.816 0.845 0.806 0.807 0.811 0.774 0.764 0.802 

PASS 0.864  0.973 1.155 1.286 1.428 1.789 1.646 1.706 1.714 1.746 1.879 2.086  2.061 
FP 0.670  0.707 0.682 0.697 0.833 0.987 0.950 0.814 0.830 0.895 0.843 1.080 1.273 

노이즈
첨가
영상
3

정확도 2.480 2.792  3.476  3.987  4.561  4.740  5.279  5.845  6.315  6.671  6.360  6.932  7.080  
FAR 0.807  0.767 0.678 0.611 0.536 0.513 0.443 0.369 0.308 0.261 0.302 0.227 0.208 
MR 0.963  0.950 0.941 0.915 0.899 0.889 0.881 0.857 0.840 0.833 0.825 0.816 0.788 

PASS 0.796  0.833 0.746 0.819 0.810 0.833 0.797 0.826 0.837 0.820 0.894 0.856 0.942  
FP 0.643  0.638 0.505 0.500 0.434 0.428 0.353 0.305 0.258 0.214 0.270 0.195 0.196 

IV. 결 론

본 논문은 컬러 정보와 깊이 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조명의 향  잡음에 강건한 결합형 무작  fern을 제

안하 다.

제안한 방법은 기하학  구조를 표 하는 깊이 정보

를 추가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조명의 향 

 잡음에 따른 취약 에 강건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 으며, 컬러 정보와 깊이 정보의 

비율은 2:1일 경우 모든 실험 상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 다. 하지만 컬러 정보와 깊이 정보를 함께 활용하

면 컬러  깊이 정보 각각의 정보량이 컬러나 깊이 정

보만을 사용할 때보다 어들기 때문에 객체와 배경 모

두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띄는 상에서는 향을 받을 

것으로 측된다. 를 들어, 심 객체  배경의 형태

가 매우 복잡하여 검출에 컬러 정보 비트가 10비트 이

상이 필요한데 컬러 정보와 깊이 정보를 함께 쓰기 

해 컬러 정보에 7비트가 할당되었다면 추가 3비트의 깊

이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검출 성능에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명의 향  잡음에 따른 취약 은 상당 부분 개

선하 지만 상 특성에 따른 향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RGB-D 포맷 상의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 본 연구에 사용하기 한 실험 상들을 

직  촬 하여 사용하 다. 향후 다양한 RGB-D 포맷

의 객 인 실험 상을 확보하여 결합형 무작  fern

의 개수  깊이에 해 분석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야 하며, 깊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인 방안에 

해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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