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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새로운 영상 미디어 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영상 인식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영상으로부터 특

정 객체를 검출하는 기술은 객체와 관련된 광고나 서비스

등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창출하는 핵심 기술이다. 객체 검

출 기술이 방송미디어 기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는 빠르면서도 정확한 성능을 가진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

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객체 검출 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기반 객체 검출 방법들을 분석한다. 최근에 소개

된 주요 객체 검출 방법들의 연구 배경과 발전 동향을 소개

하고, 각 방법의 핵심 알고리즘 및 장단점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객체 검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

인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크기 및 학

습 데이터 등의 관점에서 각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한다. 마

지막으로 기존의 객체 검출 방법들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

으로 향후 객체 검출 방법들의 발전 방향 및 활용 가능성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새로운 영상 미디어 서비스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기존에 방송 컨텐츠를 단순히 제공하던 것

에서 벗어나서 해당 컨텐츠의 내용을 분석하여 관

련된 광고나 연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 컨텐츠에 나

오는 인물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영상 기반의 객체 검출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고 있다.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은 특정 객체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탐색(Localization) 문

제와 그 객체가 무슨 클래스인지 알아내는 인식

(Recognition) 문제를 둘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분류(Image classification) 문제보

다 더 어려운 문제이다(<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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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얼굴

(Face), 사람/보행자(Human/Pedestrian), 차량

(Car/Vehicle)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객체를 인식하

고 검출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전

통적으로 객체를 인식하고 검출하기 위해서, SIFT

[24], HOG[14], Deformable Part Model(DPM)

[25]과 같이 수동적으로 잘 디자인된 특징(Hand-

crafted feature)을 이용하였다. 즉, 데이터 자체보

다는 도메인 지식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

으며, 이러한 특징이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수동적으로 튜닝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

었다.

그러나 GPU 등의 하드웨어의 발전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대용량의 데이터셋[26]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함께, Neural Networks 분야에서

의 꾸준한 연구 노력들[18,13]이 결합되면서 복잡

한 구조의 Deep Neural Networks(DNN)를 학습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DNN은 계층적 특징 표현

(Hierarchical feature representation)을 학습함으

로써 전통적인 특징 추출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2년 Krizhevsky et al.[13]의

연구에서는 대용량 데이터셋(예를 들어, ImageNet

[26])에 대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을 이용하여 영상 분류 문제를 풀었는데, 과

거의 수동적으로 디자인된 특징에 비해 많은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CNN을 이

용한 영상 인식 연구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실제 최근의 객체 인식/검출 챌린지

[29]를 보면 CNN 기반 모델들이 계속 상위권에 랭

크되고 있다. 

최근 CNN 기반 모델들이 객체 검출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8,9]. 본 논문에서는

CNN에 기반한 대표적인 객체 검출 연구들을 소개

하고, 각 연구들의 방법론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객체 검출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소개하고, 각 방법들의 성능

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객체 검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Ⅱ. 객체 검출 방법 및 각 단계 분석

일반적으로 객체 검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

(a) 입력 이미지 (b) 객체 검출 결과

<그림 1> 객체 검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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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다: (1) 영상으로부터 객체 후보 영역 선

택, (2) 각 후보 영역으로부터 특징 추출, (3) 추출

한 특징에 분류기를 적용하여 객체 후보 영역의 클

래스 분류. 검출 방법에 따라 이후 Bounding box

regression과 같은 후처리를 통해 Localization 성

능을 높이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최근의 객체 검출 방법은 특징 추출 단계에서 전

통적으로 사용되던 수동적으로 디자인된 특징 대신

에 CNN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출된 특징을 사용

하여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객체 후보 영역

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슬라이딩 윈도우

(Sliding window) 방식에서 벗어나서 영역 제안

(Region proposals)[15,16,17] 방식을 활용하는 방

법이 많이 연구되었다. 영역 제안 방법은 객체 검출

[6]과 시맨틱 세그멘테이션(Semantic segmen-

tation)[7]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온 “Recognition

using regions” 패러다임[5]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써, 추출된 객체 후보 영역을 이용하여 Localiza-

tion 작업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영역 제안 단계를

분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특징 추출 및 분

류를 위해 사용되는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한꺼번에

영역 제안부터 분류까지의 단계를 수행하는 네트워

크 구조를 정의하기도 하였다(즉, End-to-End 학

습). 이를 통해 검출 정확도와 검출 속도를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34].

<표 1>은 객체 검출 알고리즘의 각 단계에서 사

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정리한 것이다. CNN 이전의

전통적인 객체 검출 방법들은 주로 (1-a)+(2-a)

+(3-a) 조합을 사용하였다. 최근의 CNN 기반의

객체 검출 연구는 3단계를 통합하는 CNN 구조를

사용하는 것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장에서는 CNN 기반의 다양한 조합을 가진

객체 검출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Ⅲ. CNN 기반 객체 검출 연구의 현황

1. 네트워크 구조

다른 영상 기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객체 검출 분

야에서도 CNN 구조를 사용한다. CNN 구조는

1980년 Fukushima의 Neocognitron[19]에 의해

처음으로 그 개념이 소개되었으나, 이를 학습할 알

고리즘이 부족하여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이후로 1998년 LeCun et al.[18]이 발표한 역전파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통한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이 CNN

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지만, SVM

객체 검출 단계 사용되는 방법

(1-a) Exhaustive search (Sliding window)

(1) 객체 후보 영역 선택 (1-b) Region proposals(예: Objectness[16], Selective Search[15], EdgeBoxes[17] 등)

(1-c) CNN

(2) 후보 영역의 특징 추출
(2-a) Hand-crafted feature(예: HOG, SIFT, DPM 등)

(2-b) CNN

(3) 후보 영역의 분류
(3-a) Linear classifier(예: SVM, Logistic regression 등)

(3-b) CNN

<표 1> 객체 검출 단계 별 사용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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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Vector Machines)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내면서 한동안 CNN 연구가 침체기에 있었다. 하지

만 하드웨어의 발전 및 대용량 데이터셋을 활용하

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깊은 층을 가진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Hinton이 제안

한 ReLU 및 Dropout 기법 등의 연구[13]를 통해

CNN 기반 영상 인식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Ⅲ.2에서 소개할 객체 검출 방법들은 다양한 네

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 2>는 각 네

트워크 구조 별 특징을 나타낸다. 최근에 발표된 객

체 검출 방법일수록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

하는 추세이다.

2. 객체 검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CNN기반의 객체 검출 연구들 중에

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객체 검출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특징

- 구조: 8개의 layer

AlexNet[13] - 특징: ReLU, Drop out 등의 효율적 학습 기법을 제안함

- 적용된 검출방법: R-CNN[8], Fast R-CNN[11]

- 구조: AlexNet[13]과 비슷한 구조

ZFNet[21] - 특징: Feature visualization 방식을 통해 Filter나 Stride 크기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밝힘

- 적용된 검출방법: SPPNet[10], Faster R-CNN[12]

- 구조: 19개의 layer

VGGNet[22] - 특징: 3x3 kernel을 사용하여 망이 깊은 구조를 만듦

- 적용된 검출방법: Fast R-CNN[11], Faster R-CNN[12]

- 구조: 22개의 layer

GoogLeNet[20] - 특징: Inception 모듈을 적용하여 망의 깊이가 깊어져도 연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구조를 제안함

- 적용된 검출방법: R-CNN[8]

- 구조: 152개의 layer

ResNet[23] - 특징: Residual learning을 통해 깊은 네트워크도 쉽게 최적화가 가능한 방법을 제안함

- 적용된 검출방법: Faster R-CNN[12]

<표 2>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와 특징

<그림 2> Hinton의 연구[13]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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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NN[8]을 포함하여 최근의 YOLO[34]까지,

6종류의 주요 객체 검출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1) R-CNN[8]

Girshick et al.[8]은 Region proposals과 CNN

을 결합한 객체 검출 방법인 R-CNN(Regions

with CNN features)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객체

검출 방법에 비해 높은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따라

서 최근의 객체 검출 방법들은 주로 R-CNN 방식

을 기반으로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CNN 기반 객체 검출 연

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표 1>에

따르면 R-CNN은 (1-b)+(2-b)+(3-a)의 조합으로

구성된 방법이다.

<그림 3>은 R-CNN을 통한 객체 검출 방법의 개

요를 보여준다. 먼저 입력 영상으로부터 Selective

search[15]를 이용하여 객체 후보 영역인 2000개의

Region proposals을 추출한다. 각 Proposal에 대

해서는 균일한 크기의 CNN 입력을 위해 간단히

Affine Warping을 수행하였고, AlexNet[13] 구조

의 CNN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

은 선형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객체

의 종류를 인식하게 된다. 즉, R-CNN은 Region

proposals 추출을 통해 객체의 Localization을 수행

하고, 추출된 특징의 선형 SVM 분류를 통해 객체

의 클래스를 인식함으로써 객체 검출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Bounding box regression을 수

행함으로써 Localization 에러를 줄이는 과정을 거

친다.

R-CNN은 기존의 전통적인 특징(SIFT, HOG

등) 기반 방식에 비해 30%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

져오면서, CNN을 활용한 객체 검출 연구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모델 학습 시 시간과 공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즉, SVM 분류기와

Bounding box regressor 학습을 위해서는 각 영상

의 각 Object proposal로부터 특징들이 추출되고

디스크에 쓰여져야 하는데, 이때 저장 공간과 시간

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검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각 테스트 영상의 2000개의

Region proposal에 대해 CNN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이는 각 Region proposal에

대해 계산을 공유하는 것 없이 CNN의 전방 패스

(Forward pass)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3> R-CNN 기반 객체 검출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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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verFeat[9]

CNN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Yann LeCun 연

구팀은 CNN 기반의 분류(Classification), 탐색

(Localization), 검출(Detection)에 대한 통합된 프

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9]. Fully-connected layer

를 1x1 convolution 개념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크

기의 영상을 효율적으로 Sliding-window 방식으

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크기의 Pooled

map을 생성하여 훨씬 조밀한 검출 결과를 생성하

도록 하는 Dense evalu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4>는 Dense evaluation 방법을 설명하는

예이다. <그림 4>의 (a)와 같이 Unpooled map이

주어진 경우, 다양한 크기의 Offset 파라미터를 통

해서 Non-overlapped max pooling을 수행한다

(<그림 4>(b)). 결과적으로 다른 크기의 Offset 별

Pooled map이 생성되고(<그림 4>(c)), Sliding

window 방식으로 Pooled map에 대해 분류기를 적

용하여(<그림 4>(d)), 최종적으로 여러 크기의

Offset으로부터 생성된 Map 결과를 조합하면 조밀

한 결과의 Output map이 생성된다(<그림 4>(e)).

OverFeat 기반의 검출 방법은 CNN의 Fully-

connected layer를 1x1 convolution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전체 영상에 대해 CNN을

한번 적용하였고, 이는 연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

져왔다. R-CNN 방법과 비교해서는 OverFeat의

속도가 더 빨랐으나, 정확도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 즉, OverFeat의 방법은 연산량을 절감하는 차

원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검출률을 향상하는 차원

에서는 깊은 층을 가진 네트워크 이상의 성능을 내

는데는 한계가 있다.

3) SPPNet[10]

R-CNN[8]에서는 입력 영상의 각 객체 후보 영

역마다 CNN을 적용하여 검출 결과를 얻었다면,

SPPNet[10]에서는 전체 입력 영상에 대해 CNN을

적용하여 Feature map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Spatial pyramid pooling(SPP)을 통해 객체를 검

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R-CNN[8],

OverFeat[9] 방법에 비해 검출 정확도와 속도 모두

를 개선하였다.

<그림 5>는 SPP layer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

조를 나타낸다. SPP layer는 Convolutional layer

<그림 4> OverFeat[9]에서 dense evaluation을 설명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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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Fully-connected layer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

며, 다양한 Scale의 Spatial bin들(4x4, 2x2, 1x1)로

Pooling을 수행하여 고정된 크기의 Feature

representation을 생성한다. 이러한 Multi-scale

방식은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예를 들어, SIFT[24])

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SPPNet에서 역시 네트워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SPPNet은 Fine-tuning 알고리즘이 SPP

layer 앞에 있는 Convolutional layer를 업데이트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Convolutional layer

가 고정이 되는데, 이는 깊은 구조의 네트워크를 이

용하더라도 정확도가 향상되는데 한계가 있게 된

다.

4) Fast R-CNN[11]

Girshick[11]은 R-CNN[8]과 SPPNet[10]의 단점

을 보완하여 성능과 속도를 개선한 Fast R-CNN

기반의 객체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R-

CNN과 SPPNet에서는 네트워크 Fine-tuning 단

계에서의 Softmax 분류기, Region proposal의 클

래스 인식을 위한 SVM 분류기 및 Bounding box

regressor의 3가지 학습 단계를 분리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CNN 학습 시, Mini-batch를 구

성할 때 서로 다른 128장의 학습 영상으로부터

RoI(Region of Interests)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과

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림 6>은 Fast R-CNN 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

낸다. 네트워크는 전체 영상과 객체 후보 영역을 입력

으로 받아, 전체 영상에 대해 CNN을 처리하고 Max

pooling을 통해 CNN Feature map을 생성한다. 다음

으로, 각 객체 후보 영역에 대해, RoI pooling layer에

서 균일한 크기의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각 특징 벡터는 Fully connected layer에 입력되고,

객체 인식 정보 및 객체의 Bounding box 위치를 출력

하는 두 Output layer로부터 검출 결과를 얻게 된다.

<표 1>에 따르면 Fast R-CNN은 (1-b)+(3-b)의 조

합으로 구성된 방법이다.

R-CNN 네트워크에서는 각 객체 후보 영역마다

CNN을 처리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했다면, Fast

<그림 5> Spatial pyramid pooling layer를 갖는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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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NN에서는 먼저 전체 영상에 대해 CNN을 처

리한 후에 RoI pooling layer를 통해 각 객체 후보

영역에 대해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는 차이가 있다.

Fast R-CNN은 기존의 분리된 3가지 학습 단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효

과가 있다. 또한, 학습/테스트 시에 학습 영상의 결

과를 공유하는 Hierarchical sampling 방법(샘플링

하는 영상의 개수를 줄여서 Mini-batch 계산시간

을 단축함)을 제안하여 R-CNN보다 더 빠른 검출

성능을 획득하였다.

Fast R-CNN이 비록 R-CNN 및 SPPNet 네트

워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검출 성능을 획득하였

으나, 여전히 객체 후보 영역을 계산하는 과정에 상

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또한, 특징 추출

단계와 분류 단계를 하나의 CNN으로 통합하였으

나, 객체 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이 별도의 단계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1-pass 구현

은 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Faster R-CNN[12]

Ren et al.[12]은 객체 영역 후보 검출을 위해 별

도의 과정을 거치는 대신에, Convolutional layer

다음에 이를 위한 특수한 용도의 네트워크인

RPN(Region Proposal Networks)을 추가하여

Fast R-CNN보다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켰다.

<그림 7>은 RPN 네트워크의 개념을 나타내는데,

객체 후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Convolutional

feature map에 Sliding-window 방식으로 동작한

다. 각 Sliding window마다 다양한 크기와 Aspect

ratio를 갖는 Anchors를 추출함으로써 크기와 이동

변형에 강인하게 후보 영역을 추출하도록 디자인되

었다. <표 1>에 따르면 Faster R-CNN은 (1-c)

+(3-b)의 조합으로 구성된 방법이다.

Faster R-CNN 네트워크는 객체 후보 영역을 검

출하기 위한 RPN 네트워크와 특징 추출 및 분류를

위한 네트워크(Fast R-CNN 네트워크)가 Con-

<그림 6> Fast R-CNN 네트워크 구조

<그림 7> RPN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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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tional layer를 공유함으로써, Fast R-CNN보

다 테스트 속도를 줄였다. 또한, 깊은 구조의 네트

워크인 ResNet[23]를 이용하여 정확도 면에서 더

좋은 성능을 획득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인 객체에

대해서는 Faster R-CNN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

으나, 특정 객체(예를 들어, pedestrian)에 대해서

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전통적인 특징

과 CNN 기반 특징을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진행중에 있다[27].  

6) YOLO[34]

R-CNN[8], Fast R-CNN[11] 및 Faster R-

CNN[12]을 연구했던 Girshick을 포함한 연구팀은

YOLO 시스템[34]을 통해 객체 검출 문제를 영상으

로부터 Bounding box 좌표와 객체 클래스 확률값

을 추정하는 단순한 구조의 Regression 문제로 해

결함으로써, 실시간 검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비록

Faster R-CNN[12]이 객체 후보 영역 검출을 CNN

네트워크와 통합함으로써 속도를 향상시켰지만, 실

시간 검출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YOLO 시스

템은 객체 검출 문제를 단순한 Regression 문제로

해결하여 실시간 검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림 8>은 YOLO 검출 시스템의 모델을 나타낸

다. 먼저 입력 영상을 S×S grid로 나눈 후에, 각

Grid cell은 Bounding box와 각 Box에 대한

Confidence 값을 추정한다. 각 Bounding box는 5

개의 추정값(위치 좌표 (x, y), 크기 (w, h) 및

Confidence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onfidence

는 Ground truth box와 추정된 box간 겹침공간

IOU(Intersection over union)값을 나타낸다. 또한

각 Grid cell은 객체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추정

하는데, 특정 객체를 얼마나 포함하는지 정도에 따

라 조건부 확률값을 계산한다. 

비록 YOLO 시스템은 실시간 검출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각 Grid cell이 두개의 Bounding box

만을 추정하고 하나의 객체 클래스만 가질 수 있다

는 강한 제약조건을 가짐으로써 객체들이 서로 붙

어있는 경우 검출할 수 있는 객체의 수에 제한이 따

르는 문제가 있다. 또한 모델 학습 시 사용되는

Loss 함수가 작은 Bounding box와 큰 Bounding

<그림 8> YOLO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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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의 에러를 같게 취급하는데, 이는 부정확한

Localization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Ⅳ. 객체 검출 알고리즘들의 성능
비교

1. 객체 검출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셋

본 절에서는 객체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

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소개한다.

최근 CNN 기반 알고리즘들이 활발히 연구됨에 따

라, 대용량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최근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학습할

수 있을만한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PASCAL VOC(Visual Object Classes)[28].

PASCAL VOC 데이터셋은 2005년부터 2012년까

지 매년 수정된 버전으로 나왔으며, Flickr 웹사이

트로부터 수집한 영상과 Ground-truth annota-

tion을 함께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매년 5가지

분야로 대회를 열었으며, 그 중에는 객체 검출에 해

당되는 데이터셋도 제공한다. VOC 2007 데이터셋

부터는 총 20개의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

고 있다.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26, 29]. ILSVRC 데이터

셋은 2010년부터 매년 나오고 있으며, PASCAL

VOC 데이터셋과 같은 전략으로 데이터를 공개하

고 대회를 하고 있다. PASCAL VOC 데이터셋에

비해 많은 수의 객체 클래스(1000개)에 대한 데이

터를 포함하고 있다. 2013년부터 객체 검출 챌린지

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개의 객체 클래스가 선택

되어 객체 검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다. 

Microsoft COCO(Common objects in context)

[30]. COCO 데이터셋은 최근에 공개된 데이터셋으

로써, ILSVRC 데이터셋에 비해 적은 수의 객체 클

래스 (91개)를 포함하고 있지만 클래스당 더 많은

영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Locali-

z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객체 모델들을 학습하기에

좋은 데이터셋이다.

2. 객체 검출 알고리즘들의 성능 소개/비교

본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CNN 기반 객체 검출

방법들의 성능을 소개/비교한다. 각 방법들의 성능

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 동

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여 학습 및 테스트한

결과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더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즉, 더 깊은 층을 가진 네트워크)를 사용

할수록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Ⅲ.2에서 소개한 객체 검출 방법들 중에서,

OverFeat[9]은 R-CNN[8]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

고, SPPNet[10]은 R-CNN[8]보다 성능이 좋으나

Fast R-CNN[11]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 YOLO

[34]는 Faster R-CNN[12]에 비해 속도는 빠르나

정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3가지 주

요 검출 방법인 R-CNN[8], Fast R-CNN[11],

Faster R-CNN[12]의 성능을 주로 비교한다. 

<표 3>은 3가지 주요 검출 방법(R-CNN, Fast

R-CNN, Faster R-CNN) 중에서, 검출 시간에 소

요되는 시간을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R-CNN

이 모든 검출된 Region proposals에 대해

Convolutional networks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

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ast R-

CNN의 경우, 모든 Region proposals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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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al feature map을 공유하기 때문에

R-CNN에 비해 Convolution networks에서 소요

되는 시간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Faster R-CNN은 Region proposals을 검출하는

부분이 Convolutional networks와 통합되었기 때

문에 소요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PASCAL VOC 2007 데이터셋에 대해,

전통적인 객체 검출 방법 중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

로 알려진 DPM[25, 31] 기반 방법과 CNN기반의 3

가지 주요 검출 방법(R-CNN, Fast R-CNN,

Faster R-CNN)의 성능을 비교한 것을 나타낸다.

CNN 기반의 검출 방법은 VGG-16[33]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한 것의 성능으로, 비교적 깊은 네트워

크 구조를 사용한 것이다. <표 4>를 보면 비록 기존

의 DPM 기반 검출 시간에 비해 R-CNN의 검출 시

간은 오래 걸리지만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많이 향

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ast R-CNN의 경우에

는 R-CNN보다 정확도가 조금 향상되었고, 속도는

27배 정도로 훨씬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aster R-CNN의 경우에는 Fast R-CNN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됨은 물론 속도 역시 R-CNN과 비교

하면 243배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된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른 검출 성능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5>에서는 네트워크 크기

에 따른 R-CNN 및 Fast R-CNN 기반의 객체 검

출 성능을 나타내었다[11]. 네트워크의 크기가 크고

방법 검출 시간

R-CNN PropTime + NumProp*ConvTime + NumProp*fcTime

Fast R-CNN PropTime + 1*ConvTime + NumProp*fcTime

Faster R-CNN 1*ConvTime + NumProp*fcTime

<표 3> R-CNN[8], Fast R-CNN[11], Faster R-CNN[12] 방법들에 대한 검출 시간의 개념적
인 비교. PropTime: region proposals를 검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NumProp: 검출된 region
proposal의 개수, ConvTime: convolutional layer를 forward하는 시간, fcTime: classification
하는 시간

DPM v5[31] R-CNN BB[8] Fast R-CNN[11] Faster R-CNN[12]

Test time(sec/image) 13.3 48.5 1.82 0.20

Speedup 1x 0.27x 7.3x 66.5x

Average Precision 33.0% 66.0% 66.9% 69.9%

<표 4> PASCAL VOC 2007 데이터셋에서의 각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BB는 Bounding box regressor를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R-CNN[8] Fast R-CNN[11]

네트워크 크기 Small Medium Large Small Medium Large

Train time(h) 22 28 84 1.2 2.0 9.5

Test time(sec/image) 9.8 12.1 47.0 0.10 0.15 0.32

Average Precision 58.5% 60.2% 66.0% 57.1% 59.2% 66.9%

<표 5> PASCAL VOC 2007 test set[11]에서의 네트워크의 크기 별 검출 성능 비교. Small: AlexNet[13], Medium: VGG_CNN_M_1024
[32], Large: VGG-16[33]. (VOC 2007 trainval 데이터셋이 네트워크 학습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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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할수록 학습 및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에 정확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반면에 정확도의 증가 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따른 성능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학습 데이터 별 Faster

R-CNN[12]의 정확도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네트워크 학습에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수

록 대부분의 객체 클래스에 대해 검출 정확도가 향

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VOC 2007 데이

터셋만 사용한 경우(69.9%)와 COCO+ VOC

2007+VOC 2012를 사용한 경우(78.8%)를 비교하

면 정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향후 객체 검출 연구의 발전 방향
및 활용가능성 전망

CNN 기반의 객체 검출 방법 중 가장 성능이 좋

은 것으로 알려진 Faster R-CNN[12]의 경우 실환

경의 방송 미디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정

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YOLO 객체 검출 시스템

[34]은 실시간 검출이 가능하나, Faster R-CNN에

비해 검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방송 미디어에 객체 검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출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Ⅳ.2에

서 소개한 객체 검출 방법들의 성능 비교 분석 결과

를 토대로 향후 객체 검출 연구들의 발전 방향을 전

망해본다.

통합된 네트워크 구조 사용. R-CNN과 비교하여

Fast R-CNN, Faster R-CNN으로 연구가 발전된

것을 보면(<표 4> 참고), Region proposal, 특징 추

출, 객체 분류 등의 각 컴포넌트에 대해 점점 통합

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객체 검출을 위해 영상 입

력으로부터 검출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1-pass 프레임워크(End-to-End 학습)를 구현하

는 것이 성능(검출 시간 및 정확도)을 올리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사용된 학습 데이터 별 Faster R-CNN[12]의 검출 정확도 비교. Faster R-CNN은 VGG16[33]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였고, PASCAL VOC
2007 test set에서 평가된 결과이다. 학습 데이터로 VOC07이 사용된 경우 평균 정확도(mAP)는 69.9%, VOC07+VOC12가 사용된 경우 평균 정확도는
73.2%, COCO+VOC07+VOC12가 사용된 경우 평균 정확도는 7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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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은 네트워크 구조 사용. <표 5>를 통해 깊은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함에 따라 학습 시간 및 검출

시간은 오래 걸리나, 검출 정확도는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더 깊은 네트워크일수록 객

체의 특징을 학습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더 좋아지

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객체 검

출 연구들을 보면 점점 더 깊은 구조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는 추

세이다. 따라서 향후 객체 검출 연구들은 더 깊은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깊은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할수록

학습과 테스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데이터 사용. <그림 9>를 통해 더 많은

수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검출 성능이 향

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더 많은 데이

터를 학습할수록 일반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

다. 실제로 딥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의 사용이다. 향후 객체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객

체 클래스에 대해, 각 클래스별 더 많은 영상 데이

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영상에 대한 질 높은

레이블링 데이터도 함께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객체 검출 성능도 함께 향

상될 것이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미디어 서비스 기술에 활용

될 수 있는 객체 검출 기술로써, 최근 CNN 기반으

로 연구되고 있는 주요 검출 방법들의 현황을 분석

하였다. CNN 기반 초기 객체 검출 방법인 R-CNN

부터 시작하여 성능을 개선한 최근의 Faster R-

CNN과 YOLO 시스템까지, 주요 검출 방법들의 핵

심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각 방법들 간 장단점을 분

석하였다. 또한 검출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사용된

네트워크 구조 및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등의 다양

한 기준에 따라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객체 검

출 방법들의 발전 방향도 함께 전망하였다. 비록 딥

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이 많은 성능 향상을 가져오

면서 일부 영상 미디어 서비스에 선별적으로 활용

은 가능하겠지만,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빅데

이터 구축 등의 작업이 함께 병행되어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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