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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영상 객체 분할(VOS) 기술은 연속된 레이블링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현재 공개된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VOS방법은 그 성능이
제한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동영상 데이터 증강 기술들을 제안한다. 첫번째 증강 기술
은 영상 내에서 객체를 제외한 배경을 다른 영상의 배경으로 대체하는 기법이고, 두번째 기술은 학습될 동영상 데이터의 순서를 무작
위 확률로 뒤집어 역 재생되는 영상을 학습시키는 기법이다. 두 증강 기술은 객체 분할 시 배경 정보에 강인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
고, 추가 데이터 없이 기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Video Object Segmentation (VOS) task requires an amount of labeled sequence data, which limits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VOS methods trained with public datasets. In this paper, we propose two effective data augmentation schemes for VOS. 
The first augmentation method is to swap the background segment to the background from another image, and the other method is 
to play the sequence in reverse. The two augmentation schemes for VOS enable the current VOS methods to robustly predict the 
segmentation label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VOS.

Keyword: Semi supervised video object segmentation, Data augmentation

Copyright Ⓒ 2022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BY-NC-ND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not altered.” 

a)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보통신융합전공(DGI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Corresponding Author : 임성훈(Sunghoon Im)
 E-mail: sunghoonim@dgist.ac.kr

Tel: +82-053-785-6323
ORCID:https://orcid.org/0000-0001-9776-8101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2014-3-00123, 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Visual BigData Discovery Platform for Large-Scale Realtime Data 
Analysis).

․Manuscript received November 22, 2021; Revised December 27, 2021; Accepted December 29, 2021.

특집논문 (Special Paper)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7권 제1호, 2022년 1월 (JBE Vol.27, No.1, January 2022)
https://doi.org/10.5909/JBE.2022.27.1.13
ISSN 2287-9137 (Online) ISSN 1226-7953 (Print)



14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7권 제1호, 2022년 1월 (JBE Vol.27, No.1, January 2022)

Ⅰ. 서 론

동영상 객체 분할(Video Object Segmentation, 이하
VOS)은동영상에서각객체가차지한영역을매프레임마
다분할하는기술이다. 그중준지도(Semi-supervised) 동영
상 객체 분할은 첫 프레임에서 제공된 객체의 영역 분할

정보만으로 이후 프레임에서도 이어서 객체를 검출 및 분

할하는 기술이다. 준지도 동영상 객체 분할을 학습시키기
위해 YouTube VOS와 같은데이터셋[1]이 존재하나, 그 양
은 한정적이다. 이러한 데이터부족문제를 위해서 데이터
증강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 데이터 증강 기
술은데이터의라벨을보존하면서데이터에무작위변형을

일으켜 학습 가능한 새데이터를생성한다. 따라서 데이터
의 양이 증가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VOS 연구는마찬가지로데이터증강기법을사용한
다. 하지만 VOS 기술을위해설계된비디오데이터증강기
법이아닌, 주로이미지데이터증강기법에서널리사용되는
방법을택했다[2]. 이에반해최근연구자들은과제의특성에
맞춘적절한증강기법을사용한다면모델의성능을더높일

수있다고지적하였다[3,4]. 또한동영상데이터와이미지데이
터는시간이라는요소의차이가있다. 하지만이미지데이터
증강 기법은 각 프레임 속 이미지만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생성할수있는데이터의다양성이제한된다. 위와같은문제
점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는 동영상 데이터 및 VOS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데이터 증강 기법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배경 증강 기법이다. 최근 데이터 증강
연구에영감을받아[3], 객체와배경을서로다른동영상에서
불러오는증강기법을고안하였다. VOS 모델을시행한결과
배경과객체를혼동하여모델의성능이떨어지는현상이관

찰되었다. 이것은모델이객체를배경으로부터구분하는기
준을객체정보가아닌색깔및위치와같은객체와배경이

공유되는특징으로학습이이뤄졌기때문이다. 이에비해서
객체를 제외한 배경을 다양한 영상으로 대체한 경우, 같은
객체여도다른배경을지닌데이터를학습하게된다. 생성된
데이터는 원본과 다른 데이터이지만 객체 정보 및 Ground 
truth는일치하므로같은예측을해야하기에모델은배경과
공유되지않는객체정보에더집중하고배경정보에덜민감

하도록 학습이 이뤄지어 상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상 역재생이다. 일반적인 동영상 데이터는
영상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되, 이미지의 순서는 바꾸지 않
는방법을고수했다. 하지만본연구는이미지의순서를역
전시켜 시간의 흐름을 변형시킨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

또한 데이터 증강 기술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VOS의모델구조에있다. 모델은이전프레임의정
보를활용해현프레임의객체를분할한다. 그러나역재생
된영상에서는이전프레임과현재프레임의관계가역전되

어 새로운 정보로 바뀐다. 따라서 역 재생된 영상은 기존
영상과다른영상으로인식된다. 역재생영상의이러한특
성은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Ⅱ. 관련 연구

1. 준지도 동영상 객체 분할 기법

초기준지도 VOS 모델은 Finetuning 방식을주로사용하
였다[5,6,7]. 첫프레임을활용한미세조정방법은 느린학습
속도와데이터 부족 문제에 부딪혔다. 다른 방법으로는 물
체의광학흐름(Optical Flow)을추정하여다음프레임으로
분할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8,9]. 그러나 비경
식(Non-rigid object) 물체에 대한 광학흐름을 추정하기 어
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연구들은 STM (Space-Time 
Memory Networks)[10] 모델을 근간으로 첨단의 성능을 내
고있다. STM은메모리뱅크에각객체의정보를저장하여
다음 프레임에서객체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 후속 연
구들은 메모리 뱅크의 개선 혹은 손실함수의 추가 등으로

성능향상을이끌었다. STCN (Space-Time Correspondence 
Networks)[11]은 STM의구조를기반으로현재 가장뛰어난
성능을보이는모델이다. STM 구조를단순화하여계산복
잡도를 낮추었다. 본 연구는 언급된 장점들로 미루어

STCN을 기반 모델로 설정하였다. 

2. 데이터 증강 기법

동영상데이터 증강 기술 연구는 이미지 데이터 증강 기

술로 사용된 방법을 보편적으로 따라간다[2]. 그러나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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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증강 기술은 특정 과제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기에

동영상 데이터 증강기술 또한 과제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미지 증강 기술로는 Ran- 
dom Crop, color jittering 등이 있다[2].

CutMix[4]는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를 위한
데이터 증강 기술이다. 이미지 안에 다른 이미지를 합성
하여 이미지의 분류를 어렵게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킨

다. VideoMix[12]는 CutMix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된 동영
상 데이터 증강 기법이며, 동영상 동작 분류 과제를 위해
개발되었다. VideoMix 또한 영상 안에 영상을 합성하여
CutMix와 같은 효과를 내었다. 
이미지 객체 분할(Image Instance Segmentation)을 위한
데이터증강기술중에는 Copy-Paste[3]가있다. 이미지에서객
체를제외한배경을다른이미지로대체하여객체분할과정에

서배경의영향을줄일수있도록설계되었다. VOS는사용자
가선택한객체를분할하는과제이므로이미지객체분할을위

해개발된 Copy-Paste 기법또한동영상데이터에서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배경 증강 기법을 제안하였다.

3. 시간-일관성

동영상 데이터의 중요한 축인 시간대에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데이터 증강기법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뒤섞인 시간대를 제 시간대로 재배열하는 자가지
도학습이나[13], 정재생된동영상에서검출한객체와역재

생된 동영상에서 검출한 객체는 서로 같아야 한다는 자가

지도를 이용하는 학습 방법[14]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언급
된 방법은 선행학습 기법으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축을변형시키는아이디
어를데이터증강기법에 적용하여더쉽고효과적으로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Ⅲ. 실험 방법

1. 배경 증강 기법

선택된 객체의분할영역을 다른영상에붙여넣어새로

운 영상을 생성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 (Background Aug- 
mentation, B-Aug)를 구상하였다. 두 영상은 기존 학습에
쓰이던데이터베이스에서 랜덤샘플링하였다. 그 중 객체
정보를가져올 영상을 , 배경 정보를가져올영상을 라

고 하였다. 
다음은 선택된 두이미지를 합치는 과정을설명한다. 먼
저 동영상의 길이만큼 각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였다. 완성
된영상의길이를 라고명시하였다. 이때새영상의길이
는 두 영상의 길이보다 짧아야 한다. 각 영상에서 잘라낼
영상의시간대는랜덤으로설정하였다. 길이를 맞춘 두 동
영상은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합성하였으며 그 수식은 아

래와 같다. 

그림 1. Background augmentation으로 생성된 이미지 예시
Fig. 1. Examples of Image created by Background au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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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부터 생성될 영상의 최대 길이 까지 각 프레임을

나타내는번호이다. 는생성된동영상의 번째프레임에

해당하는이미지이다. 는객체가담긴동영상의 번째프

레임이미지이며 는배경으로쓰일영상의 번째프레임

에해당하는이미지이다. 는 에서객체에해당하는영

역을 1, 배경을 0으로두는 이진 분할지도이다. 이진분할
지도는 영상 F Ground truth 라벨에서 추출하였다. 추적할
객체가 복수일 경우 객체 영역들의 합집합으로 이진 분할

지도를 구성하였다. 
생성된 이미지의 Ground truth는 영상 생성된 이미지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2. 영상 역재생

영상을 역 재생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Temporal Aug- 
mentation, T-Aug)를 구상하였다. VOS 모델은시간순으로
정렬된 이미지들을 학습한다. 이때 정렬된 이미지들의 순
서를 바꾸는 것이 영상 역재생 데이터 증강기법이다. 
동영상 데이터에 역방향 단위 행렬을 곱하여 각 프레임

에해당하는이미지의순서를 뒤집는함수 를구현하

였다. 는동영상을나타내는벡터이며, 는 번째프레임

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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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데이터 증강 기법들이 데이터에 적용될

확률은 50%로 설정하였다. 

Ⅳ. 실험

1. 실험 과정

제안한 2가지데이터 증강기법을 STCN 모델의 학습에

추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기존 모델이 이미 사용중
인 기본 데이터 증강 함수에 두 가지 기능을 추가하였다.
실험은 RTX 3090 2대로 진행되었다. 성능 비교를 위해

STCN와 동일한 학습 과정을 사용했으며, Static 데이터셋
에 선행학습 된모델에 YouTube VOS 데이터셋으로 학습
시켰다. 각각 300000,150000 회 반복(iteration)하여학습시
키고 성능을 측정하였다. 한 실험을 4번 진행하여 그 평균
을성능으로기록하였다. STCN은실험실에서재측정한성
능을 기록하였다.

2. 실험 결과

Method Overall    

STM 79.4 79.7 84.2 72.8 80.9

AFB-URR 79.6 78.8 83.1 74.1 82.6

MiVOS 80.4 80.0 84.6 74.8 82.4

CFBI 81.4 81.1 85.8 75.3 83.4

KMN 81.4 81.4 85.6 75.3 83.3

RMNet 81.5 82.1 85.7 75.7 82.4

LWL 81.5 80.4 84.9 76.4 84.4

CFBI+ 82.0 81.2 86.0 76.2 84.6

LCM 82.0 82.2 86.7 75.7 83.4

STCN 82.4 81.4 85.5 77.3 85.3

STCN + Ours 83.1 81.3 85.7 78.6 86.9

표 1. YouTube VOS 2018 validation dataset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n YouTube VOS 2018 validation 
sets

위테이블에서데이터증강기법을추가한 STCN 모델과
타모델들을비교하였으며다음과같은측정기준(metric)으
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J는 영역 유사도(Region Similarity)
이며 F는윤곽정확도 (Contour Accuracy)이다. seen과 un-
seen은 각각 학습 데이터에 있는/없는 카테고리를 의미한
다. 위지표들의평균을계산하여 overall로표기하였다.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수치를 볼드체로 표기

하였다.
STCN 모델에 T-Aug와 B-Aug 데이터증강기법을적용
시킬 경우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또한 학습데이터에
없던 카테고리에서 성능이 주로 향상되었다. 이것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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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학습하면서 더 보편적인 특징을

학습한 결과라 유추할 수 있다.

3. Ablation Study

적용한두데이터 증강기법이각각모델의성능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였다. 위 테이블은 각데이터증
강기법이 추가됨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실

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데이터 증강 기술은 성능을
향상시킬수 있었으며두기법을동시에 사용한결과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B-Aug와 T-Aug 모두모델의성능을향상시키는데에도
움이되었다. 두데이터증강기법모두학습데이터에없는
카테고리에해당하는데이터에서높은성능향상을기록했

다. 그이유는 다양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모델의 보편성
(Robustness)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Aug는 T- 
Aug에비에서소폭낮은성능향상을기록했다. 그이유는
생성되는 데이터의 무작위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어떤두
이미지를 합치는지에 따라 더 쉽거나 더 어려운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이 비율이 무작위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동반된다. 반면 T-Aug는 각 프레임의 이미지 정보를 훼손
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

었으며성능에서더높은수치를기록했다. 두증강기법을
모두사용할경우에도성능이오르는결과를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B-Aug의단점이 T-Aug의장점으로 보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Method Overall    

W.O Aug 82.4 81.4 85.5 77.3 85.3

+ B-Aug 82.7 81.5 85.7 77.8 86.0

+ T-Aug 82.9 81.6 85.8 78.1 86.0

+ Both 83.1 81.3 85.7 78.6 86.9

표 2. YouTube VOS 2018 validation dataset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n YouTube VOS 2018 validation 
sets

4. 시각화

아래이미지는 YouTube VOS Validation Dataset 중에서

그림 2. 학습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한 객체 분할 성능 개선 결과
Fig. 2. Result of Video Object Segmentation using Data Au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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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로 생성된 객체 분할 지도이다. STCN 모델은은 기존
모델인 CFBI에비해윤곽의안정성이크게상승했다. 하지
만 배경과 객체를 혼동하여 배경까지 객체로 인식하는 결

함이 발견되었다. 위 예시에서 STCN 모델은 객체에 해당
하는 바지와 배경에 해당하는 나무의 특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배경의 나무까지 객체로 인식하였다. 그이유는모
델이 객체의 정보를 잘학습하였으나, 객체와배경이 비슷
한 특징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 둘을 혼동했기때문이다. 
반면, 데이터증강기법을사용한경우이러한문제가개선
되었다. 모델이 무작위 배경에서 객체를 분할하면서 배경
과객체의차이점을더잘학습했기때문이다. 또한신발과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도 성능향상이 관찰되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에서 배경 증강 및 영상 역재생이라는 두 가지

동영상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시하였다. 두 기법은 준지도
VOS 과제의성능을효과적으로높였으며실험적으로증명
되었다. 하지만 해당과제외에도 비디오 데이터를 다루는
다른과제에서유의미한 결과를얻을수 있을지검증할필

요가 있다. 제시된기법이다른 연구에서도 응용되어 도움
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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