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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ster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method using Deep Learning, 

UAV(unmanned aerial vehicle), Kalman filter and YOLO(You Only Look Once)v3 algorithms. The performance of the 

object tracking system is decided by the performance and the accuracy of object detecting and tracking algorithms. So 

we applied to the YOLOv3 algorithm which is the best detection algorithm now at our proposed detecting system and 

also used the Kalman Filter algorithm that uses a variable detection area as the tracking system. In the experiment 

result, we could find the proposed system is an excellent result more than a fixed area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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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한 다양한 지능형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몇 년 만 해도 낮은 인식률, 용량 연산으로 인한 느린 

처리속도, 신경망 다층 구조 학습의 어려움으로 지능형 시스

템 성장 속도가 둔화하 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GPGPU(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or unit)의 속한 

발 과 다양한 딥러닝 학습구조 개발로 인하여 딥러닝을 이

용한 지능형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1]. 특히 딥러

닝을 이용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항공기, 무인 로   인공지능 에이 트 기술을 이용한 지

능형 시스템이 사회 반으로 활용 역이 확장되고 있다

[2].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고도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보행

자 추  분야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에 필수 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기존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 성을 하여 기, 

자, 정보, 통신, 제어  지능형 기술을 이용하는 차세  

지능형 교통체계이다. 이러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해서는 도로의 환경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수집기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 도로정보의 자료수집기능은 도로에 

매설된 매립형 루  검지 감지기 (loop detect sensor), 무선

센서, 감시카메라와 같은 고정형 장비가 부분이다. 이런 

고정형 장비들은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 은 있으나 설치과정의 비용문제  설치 후 유지보수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3]. 이러한 고정형 장비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인공 성,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무인 

항공기 등을 이용한 항공 상 분석시스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 성과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상 획득은 

비용이 과다하고 시간  날씨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응하

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최근 비행선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상 획

득으로 지상의 물체를 탐지하고 추 하는 분야의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그 응용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무인 항공기

를 이용하는 방법은 렴한 비용으로 고화질 항공 상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최근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

되는 분야  하나이다[4, 5].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기술과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지

상에서 움직이는 보행자를 탐지하고 추 하는 방법에 하

여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

안하는 연구방법의 배경이 되는 딥러닝기술과 YOLO, 칼만 

필터에 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연구방법, 4장

에서는 제안하는 연구방법의 실험 결과,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최근까지 상에 존재하는 물체(object)를 탐지하기 하

여 다양한 방법들에 하여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상의 

물체 탐지를 해 상의 공간 역(spatial domain) 특징정

보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물체의 회 , 이동, 크기, 색상의 변화에 탐지 성능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그리고 상의 주 수 역

(frequency domain) 특징정보를 이용하면 회 , 이동, 크기 

변화에 어느 정도 응성이 있으나 탐지 속도가 느린 단

을 가지고 있다. 결국, 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특징정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한 상분석(image analysis)이 선행

되어야 한다. 상분석이란 탐지하고자 하는 물체의 특징정

보(color, size, shape, texture, histogram, frequency)를 어떤 

방법으로 추출하고 물체 탐지(object detection)에 용할 것

인지에 한 분석이다. 결국, 어떤 상분석 작업을 선택하

는지에 따라서 물체 탐지 시간  정확도에 차이를 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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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므로 물체 탐지 알고리즘의 성능이 물체 탐지  

추 기 성능에 많은 향을 주게 된다. 상에 존재하는 물

체를 탐지하기 하여 복잡한 알고리즘을 채택하면 탐지 성

능은 좋아지나 실시간 분석능력이 하되고 간단한 알고리

즘을 채택하면 실시간 처리 능력은 좋아지나 탐지 성능이 

하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결국, 상에 존재하는 다

양한 물체의 특징정보를 어떻게 추출하고 용하는가에 따

라 체 시스템의 성능에 향을 주게 된다[6, 7].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최근 상에 존재하는 

목표물(object)을 탐지(detecting)하고 추 (tracking)하는 분

야의 연구에 딥러닝을 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상

에 존재하는 물체(사람, 사물, 자동차, 특정물체)를 탐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1 딥러닝(Deep Learning)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딥러닝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딥러닝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본구조는 1980년  

개발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에 그 기반 구

조를 두고 있다. 기존 인공신경망이 가지는 느린 학습속도, 

지역 최솟값(local minima), 과 합(over fitting), 기웨이트

값 설정 문제 등과 함께 네트워크 계층이 커질수록 학습이 

잘되지 않는 문제 으로 인하여 1990년  말부터 연구자들 

심에서 차 멀어진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2000년  반 

기존 인공신경망의 문제 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강력한 

GPGPU의 개발로 복잡한 행렬 연산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다양한 인식 분야에 리 용되게 되면서 딥러닝

이라는 이름으로 발 되었다.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개

발로 재 음성, 상인식 분야에서 최고 수 의 성능을 보

여주고 있으며 인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나타

내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딥러닝 학습구조가 있지만, 부분 그 구

조는 인공신경망 구조에서 생되었다. 일반 인 딥러닝의 

구조는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hidden layer)을 가진 일반 인 인공신경

망 형태로 되어있다. 일반 인 딥러닝 네트워크는 인공신경

망의 오류역 (backpropagation)알고리즘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가 치(weights)는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을 이용하여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인공신경

망과는 다르게 가 치의 사 학습(pre-training), 미니배치

(mini-batch), 드롭아웃(Drop-out) 등을 도입하여 시간복잡

도, 과 합, 학습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한 딥러닝 

구조로 발 하고 있다.

2.2 YOLO(You Only Look Once)

YOLO의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총 24개의 컨볼

루션 계층과 2개의 완 히 연결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리고 이미지 분류를 하여 설계된 GoogLeNet 구조를 기반

으로 설계되었으며 GoogLeNet에서 사용된 인셥센 모듈을 

신하여 1×1 컨볼루션 계층 다음에 3×3 컨볼루션 계층을 

사용하여 계산량을 여 빠른 물체 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8].

YOLO는 네트워크 최종출력 단에서 경계박스 치와 클래

스 분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단 하나의 네트워크가 한 번에 

특징도 추출하고, 경계박스도 만들고 클래스를 같이 분류하므

로 그 구조가 간단하고 매우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YOLO 네트워크 구조

Fig. 1 The Architecture of YOLO[8].

그림 2 YOLO 기본 그리드 구조

Fig. 2 The YOLO basic grid Model[8].

YOLO 네트워크는 그림 2와 같이 좌측의 입력 상이 네

트워크를 통과하면 앙의 2개의 데이터를 얻는 구조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안에는 경계박스들과 상을 7×7 그리드로 

나 었을 때 해당 그리드 셀 안에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에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4의 오른쪽 상은 네

트워크 최종출력을 이용해 생성한 정보로 네트워크가 직  

생성한 것이다. YOLO 네트워크는 상을 7×7 그리드로 나

다. 각 그리드에서 심을 그리도 안쪽으로 하면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계박스를 2개씩 생성한다. 그리드 셀이 

7×7=49개이므로 총 98개의 경계박스가 생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정보 에서 경계박스 안쪽에 어떤 물체가 있을 것 같

다고 확신(confidence score)이 높을수록 박스를 굵게 생성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굵은 경계박스들만 남기고 얇은 경계박스를 지

우며 남은 후보 경계박스를 NMS(non-maximal suppression)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종 객체를 선정하면 그림 2의 우측 이미

지와 같이 3개만 남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2.3 Kalman Filter

Kalman 필터는 시스템 상태의 최  측인 선형최소오차

(linear minimum variance of error) 측을 한 순차 이

면서 재귀 인 알고리즘이다. Kalman 필터는 잡음이 따르

는 측정을 하는 시스템의 실시간 측 추 에 사용되며 베

이지 추정기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Kalman 필터는 

그림 3과 같이  상태의 벡터 에 한 일정 시간 경과 

후 개될 상태를 묘사하는 시스템 모델이다. 상태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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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습에 사용한 보행자 이미지

Fig. 4 The pedestrian image for network training[12]

천이는 알려진 천이(transition)행렬와 공분산(covariance) 

의 가우시안 잡음첨가에 따라 구성된다[9].

      x t                x̂ t + 1

Delta

그림 3 칼만 필터 개념도

Fig. 3 Block diagram of Kalman filter

 

추 을 한 Kalman 필터 구성을 해 운동모델 설정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성운동을 하는 보행자는 완만하게 움직이므로 운동 

라미터의 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보행자의 이동 속도는 인 한 시간 축에서는 상수 값

을 가지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

3. 제안하는 연구방법

3.1 실험환경 구축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도로에서 이동 있는 사람을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탐지하고 추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환경을 구축하 다. 제안하는 실험환경 구축을 하여 

딥러닝 학습  물체 탐지를 하여 재 최고의 성능을 보

이는 YOLOv3(https://github.com/AlexeyAB/darknet)를 재

구성하여 데이터학습, 탐지에 용하 다[10]. 그리고 효과

인 보행자 추 을 하여 가변 탐색 역을 가지는 칼만 필

터를 제안하여 물체 추 에 용하 다. YOLOv3는 기존의 

YOLO 모델의 단 을 일부 수정하여 효과 인 학습과 빠른 

탐지 속도를 유지하면서 Faster R-CNN, SSD 모델보다 우

수한 성능을 보인다[11]. 실험환경 구축을 하여 OpenCV 

3.4, CUDA 9.1, Xeon E5-2650 4CPU, GTX-1080Ti 4GPU

를 탑재한 SDX-4195 딥러닝 용 서버를 사용하여 실험환

경을 구축하 다. 로그램 환경은 C와 CUDA 기반 임

워크인 Darknet을 이용하여 로그램 환경을 구축하 다.

3.2 학습데이터 구성 

보행자 도로에서 움직이는 보행자를 탐지하기 해서는 

먼  지상의 보행자 상에 한 다양한 학습 과정이 필요

하다. 실험에 사용한 보행자 상은 DJI사의 Phantom 3 

Professional을 이용하여 교내 보행자 도로를 산책하고 있는 

보행자를 사선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고도 25∼30m 상공에

서 촬 하고 1920×1080, 60fps Full HD 크기로 구성하 다. 

그림 4는 학습에 사용한 보행자 상이다.

3.3 보행자 학습  탐지

딥러닝 신경망은 학습데이터 집합을 기반으로 신경망의 

구조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가 치를 최

화하기 때문에 딥러닝 신경망의 구조가 물체 탐지 성능에 

매우 큰 향을 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도로를 산책하

는 지상의 보행자를 무인 항공기가 탐지하고 추 할 수 있

도록 Darknet-53을 기반으로 딥러닝 신경망을 구성하여 보

행자를 학습하 다. Darknet-53은 Darknet-19에 Residual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새로 만든 네트워크이며, 3×3과 1×1의 

컨볼루션 계층을 반복되도록 구성하고 Shortcut 연결을 하

여 53개의 컨볼루션 계층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실험에 사용

한 Darknet-53의 구조는 그림 5와 같으며 Resnet-101, 

Resnet-152보다 최  2배 이상 효율 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10]. 

그림 5 Darknet-53 모델의 구조

Fig. 5 The structure of Darknet-53 Model

3.4 보행자 추 (가변 역 Kalman Filter)

탐지된 보행자를 연속된 임에서 추 하기 해서 보

행자의 이동 속도  방향 정보가 필요하다. 임간 보행

자의 이동 거리는 매우 작으므로 일반 으로 고정된 역 

내의 최소거리에 탐지되는 보행자를 이  임 보행자로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보행자의 인  보행  보행자

 





기학회논문지 67P권 4호 2018년 12월

표  1 제안한 방법의 실험 결과

Table 1 The experiment result of proposed method

test 

video

total 

tracking

frames

proposed 

method

# of error 

frames

fixed method

# of error 

frames

mean

FPS

#1 33,158 371 683 43.59

#2 22,465 258 465 41.78

#3 3,654 27 49 37.14

#4 7,629 43 84 45.57

그림 6 사선 방향 상을 이용한 탐지, 추  결과

Fig. 6 The detecting and tracking result of oblique direction 

video

의 방향이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 추 오류를 발생할 수 있

다. 제안하는 논문에서는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하여 이

 임에서 측정된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이용하여 칼만 

측모델을 설계함으로써 보다 강건한 보행자 추 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 다. 

연속된 보행자를 추 하기 해서는 보행자의 운동모델이 

필요하다. 시간 t에서 추 목표 상태벡터는 식 (3.1) 과 같다.

               (3.1)

운동모델의 상태변수를 이용한 이산 시간 후 보행자의 

치를 측을 한 상태방정식은 식 (3.2) 와 같다.

       (3.2)

여기서 :  : 상태천이 행렬,    : prediction error, 

평균 0, 공분산 행렬 인 가우시안 분포

보행자의 이동 궤 은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물

체의 이동 방향은 선형 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상태천이 

행렬은 식 (3.3) 과같이 정의된다.

 











  
   
   
   

               (3.3)

시스템의 상태와 측정값들의 집합은 선형 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측값은 식 (3.4) 와 같이 정의된다.

         (3.4)

여기서  : 측값의 집합,   : 측행렬

        : 측정잡음(measurement error), 평균 0,

공분산 행렬 인 가우시안 분포

본 논문에서는 입력 벡터의 차원이 좌표 과 x, y축의 변

량을 가지는 4차원 벡터를 가지므로 측행렬 는 식 (3.5) 

와 같이 설정하 다.

 


 


   

   
      (3.5)

, 는 운동잡음과 측정잡음이다. 상태 측 과정에

서 시간에서의 측값 과 측정값 와의 오차 

를 (3.6) 과 (3.7) 로 측정할 수 있다.

             (3.6)

          (3.7)

이때 오차 를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노베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임에 존

재하는 보행자 탐색에 필요한 탐색 역 설정 정보로 사용하

다. 즉, 보행자 이동 속도가 빠를 경우 넓은 범 의 탐색

역을 설정하고 속도가 느린 경우 좁은 범 의 탐색 역을 

설정하여 정 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 다.

4.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한 딥러닝 네트워크와 가변 탐색 역을 가지

는 칼만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학 캠퍼스에서 

산책하는 다양한 보행자 상을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네트워크 학습을 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람과 여러 방

향에서 보행하는 보행자 이미지를 학습하 다. 제안하는 시

스템에서는 3,528의 학습 이미지와 1,851개의 테스트 이미지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학습을 진행하 다. 학습 후 네트워크 

테스트 결과 임계값(threshold) 0.25에서 TP(true positive) 

2,914, FP(false positive) 163, FN(false negative) 6의 값으로 

평균 IoU 79.68%, mAP(mean average precision) 0.9081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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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 다.

단독보행을 하는 보행자의 경우 기 보행자 탐지가 성공

된 이후 추 까지 완벽하게 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

의 보행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이미지 병합  

분리로 다음과 같은 문제 이 발생하 다.

1) 병합 : 2명 이상의 보행자가 1명의 보행자로 인식

2) 분리 : 1명의 보행자가 다수의 보행자로 인식

그림 7 직각 방향 상을 이용한 탐지, 추  결과

Fig. 7 The detecting and tracking result of orthogonal 

direction video

1번 병합의 경우는 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들이 서로 떨

어져서 이동하다 병합하여 보행할 경우 발생하 다. 이런 경

우는 사선 방향으로 촬 된 상에 존재하는 보행자가 서로 

겹쳐 후면 보행자가 상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후면 보행자를 탐지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지표면과 직각으로 상을 촬 한 경우 어느 정

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손을 잡고 이동하는 경우, 어

깨동무하는 경우, 팔짱을 끼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병합되어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 되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보행

자가 개별 이동  병합된 경우 병합 보행자로 단하여 추

하도록 하 다.

2번 분리의 경우는 병합되어 이동하는 보행자들이 추  

 서로 분리되는 경우와 탐지기의 탐지 오류로 발생 되었

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병합 이동하는 보행자가 서로 분

리될 경우 분리 보행자로 인식하여 보행자를 개별 추 하도

록 하 다. 표 3은 제안하는 가변 역 탐지 추 방법과 고정

역 탐지 역을 비교 실험한 실험 결과이며 그림 6은 사선 

방향 촬  상으로 보행자를 탐지하고 추 한 상이고, 그

림 7은 지표면과 직각 방향으로 촬 한 상으로 보행자를 

탐지하고 추 한 결과 상이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가변 

탐색 역 보행자 추  시스템이 고정 역 탐색시스템보다 

1.5배 이상 정 하게 보행자를 추 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상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학습시킨 딥

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 하는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최  53FPS, 평균 35∼43FPS로 이동하는 보행

자를 탐지, 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하

는 시스템이 고정 탐지 역 시스템보다 매우 낮은 오류 상

태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에 사

용한 테스트 상이 다양하지 못하여 정확성을 단하기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보행자 탐지  추  속도는 다른 

알고리즘에 비교해 재 최고의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

다. 향후 연구과제는 다양한 시간 에 촬 된 상으로 물체

(사람, 자동차, 신호등 등)를 탐지  분류하여 추 하는 시

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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