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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배승환

주요 

학력

경력

인천대학교 교수 (2017-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2015-2017)

박사 광주과학기술원 컴퓨터공학 

(2015) 

소속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석사 광주과학기술원 컴퓨터공학 

(2010) 

학사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 (2009)

구 성 원

직 책 인 원 성 명 (담당분야)

석 사 2 백재용(영상 생성), 이성호(영상인식, 객체검출 및 추적)

산학협력

희망분야

1. 객체검출 및 추적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CCTV, 자율주행차량 분야 등)

2.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영상생성 기술 분야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방송/통신, 애니메이션 분야 등)

대표연구

분야

대표기술 개요 

및 개발현황

1. 다중 객체 추적 기술

Ÿ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다중 객체들을 연결하여 동시 추적을 수행하는 기술에 대해 개발

을 완료하였음

Ÿ C코드로 구현된 고성능의 실시간 온라인 다중 객체 추적 기술 보유

2. 객체 인식 기술

Ÿ CNN 기술을 응용하여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객체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객체 인식 기술

에 대해 개발을 완료하였음

Ÿ 영상에서 객체의 부분 폐색과 객체의 크기 변화에도 강인하게 검출 가능



3. 영상 생성 기술

Ÿ GAN 기술을 응용하여 다양한 객체의 영상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보유

개발 관련

시제품 사진

• 다중 객체 추적 기술

•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및 판별 

기술

• 레이더 기반의 객체 추적 기술

• 딥러닝 기반 영상 생성 기술



특허 및 노하우

순번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 명칭

1 10-2019-0039617 2019-04-04
다중 객체 추적을 위한 트랙렛의 특징 벡터 할당이 

가능한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연구 실적

1.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영상기반 주변 안내 기술

Ÿ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Ÿ 과제기간: 2018.03.01 ~ 2021.02.28

2. 객체 중복에 강인한 사물 추적기 개발

Ÿ 지원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Ÿ 과제기간: 2018.04.04 ~ 2018.11.30

논문

1. Jae-Yong Baek, Yong-Sang Yoo, and Seung-Hwan Bae*, Adversarial Learning with     

   Knowledge of Image Classification for Improving GANs, IEEE Access,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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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ung-Hwan Bae, Survey of Amplitude-Aided Multi-Target Tracking Methods, IET      

   Radar, Sonar and Navigation (RSN), Vol. 13, No. 2, pp. 243-253, February, 2019.

3. Seung-Hwan Bae, Object Detection based on Region Decomposition and Assembly,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 , 2019 (Accept rate 16.2%)

4. Seong-Ho Lee, Myung-Yun KIM, and *Seung-Hwan Bae, Learning Discriminative 

Appearance Models for Online Multi-Object Tracking with Appearance Discriminability 

Measures, IEEE Access, Vol. 6, No. 1, pp. 67316-67328, December, 2018. 

5. Seung-Hwan Bae and Kuk-Jin Yoon, Confidence-Based Data Association and 

Discriminative Deep Appearance Learning for Robust Online Multi-Object Tracking,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TPAMI), Vol.  40, No. 

3, pp. 595-610, March, 2018. 

6. Seung-Hwan Bae, Jong-Youl Park, and Kuk-Jin Yoon, Joint estimation of multi-target 

signal-to-noise ratio and dynamic states in cluttered environment, IET Radar, Sonar 

and Navigation (RSN), Vol. 11, No. 3, pp. 539-549, March, 2017.



보유 장비
객체 검출, 추적 등에 활용되는 딥

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inu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