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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주행 중에 보행자의 인식 및 추적을 위해서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주변의 보행자를 찾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보행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보행자 파악 및 보행자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에 정착된 카메라를 통한 보행자 인식 기술에 대해 연구 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보행자 인식 단계에서 Cascasde HOG, 
Haar-lik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추적 단계에서 칼만 필터와 클러스터링 기법을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보행자를 인식 및 추적

하였다.

키워드: Pedestrain recognition, pedestrian tracking, black box, real-time

 I. Introduction

기존의 보행자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HOG를 이용한 선형 

SVM기반의 보행자 검출방법, Co-HOG(Co-occurrence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7]를 이용한 보행자 검출, 4D 
컬러 히스토그램과 Kalman Filter를 결합한 보행자 인식[6], HOG 
Cascade, Haar-like Cascade등이 있다. HOG방법은 검출 성능이 

높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고, Haar cascade방법은 속도가 빠르지

만 인식 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HOG에Cascade 기법을 추가하여 속도를 개선하였

다. 관심영역 안에서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Cascade 
HOG알고리즘을 수행한다. Cascade HOG알고리즘에서 보행자를 

검출한 결과, 가까운 보행자와 멀리 있는 보행자를 검출한 윈도우가 

사이즈가 비슷하므로 보행자 크기에 조금 더 적합한 윈도우 검출이 

필요하다. 윈도우 영역의 resizing을 위해 HOG Cascade에 검출된 

윈도우 영역에 대해 Haar-like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수행 결과 

보행자 사이즈에 적합하게 검출이 되는데, 상반신이나, 하반신만 

잡을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윈도우 사이즈의 적정선으로 

Cascade HOG에서 검출한 윈도우 사이즈와 Haar-like를 통해 검출된 

윈도우 사이즈의 평균값을 보행자 윈도우로 결정 하였다. 보행자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앞의 알고리즘에 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각각의 보행자 윈도우를 추적한다. 서로 가까이 위치한 윈도우에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검출된 보행자의 중복 영역을 제거 

하여 하나의 윈도우로 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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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행자 인식 관련 연구

HOG검출기[1]를 구현하고INRIA person database를 사용한 방

법은 보행자 템플릿의 크기를 64(w) * 128(h)로 하는데 이보다 

작은 크기의 보행자를 검출하려면 영상을 확대한 후 검출기 적용해야 

하므로 속도 느려서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하다.
Daimler Pedestrain Dataset을 사용한 방법은 보행자 템플릿의 

크기를 48(w)*96(h)로 하고 Hit 경계 값은 1.2~1.8, group 경계 

값은 4~6으로 한다. Inria person database를 사용한 방법보다 오 

인식률이 낮고, 검출성능은 비슷하다. 속도가 조금 빠르지만 역시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HOG특징에 Cascade 기법을 적용[2]한 HOG Cascade 방법은 

보행자 템플릿의 크기는 48(w)*96(h)로 하고 XML파일을 사용한다. 
Group 경계 값은 6, scale step을 1.1로 한다. ROI 영역을 설정하고 

영상 사이즈를 640*360으로 줄일 경우 FPS가 10이상 나오므로 

속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오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칼만 필터 

추적 기법을 사용해 인식률을 높이고, Haar-like일 경우 resizing을 

진행해 먼 곳에 있는 크기가 작은 보행자를 검출할 경우 bounding 
box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한다.

Haar Cascade방법[4]은 연산속도가 빠르다. 보행자 템플릿의 크기

는 14(w)*28(h)로 하고XML파일을 사용한다. Group 경계 값은 

4, scale step을 1.1로 한다. 프레임당 처리속도가 20이상으로 매우 

빠르지만 인식 율이 낮다. 가까이 있는 보행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행자를 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행자 인식 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수요된다.

III. 제안하는 방법

윈도우 영역의 resizing을 위해 HOG Cascade에 검출된 윈도우 

영역에 대해 Haar-like 알고리즘으로 보행자 크기에 적합한 윈도우를 

검출한다. 상반신이나, 하반신만 잡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윈도우 

사이즈의 적정선으로 Cascade HOG에서 검출한 윈도우 사이즈와 

Haar-like를 통해 검출된 윈도우 사이즈의 평균 값을 보행자 윈도우로 

결정 하였다. 보행자 인식 율을 높이기 위해 앞의 알고리즘에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각각의 보행자 윈도우를 추적하고 서로 가까이 

위치한 윈도우에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검출된 보행자의 중복 

영역을 제거 하여 하나의 윈도우로 처리 하였다.
기존 연구와 비할 때 Inria person database를 사용한 

HOG(INRIA), Daimler pedestrian database를 사용한 

HOG(Daimler)방법에 비해 속도를 향상하였다. group 경계 값을 

3으로 하고 scale step는 1.1로 같은 수치를 사용하였고, HOG 
Cascade에서 검출된 윈도우 영역에 대해 Haar-like 알고리즘을 수행

하여 보행자 크기에 따라 검출 윈도우를 적절히 잡을 수 있었다. 
여기에 칼만 필터 추적 기법을 추가하여 인식 율을 향상함으로써 

Haar Cascade에 비해 보행자 검출 율을 향상시켰다. 제안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영상 입력 
관심 영역 

(ROI) 설정 

Cascade HOG 적용 

Haar-like - resizing 

Clustering 

기법 

Kalman  

필터로 추적 

보행자 

비보행자 검출 

(인식단계) 

(추적단계) 

Fig. 1 Proposed pedestrian recognition algorithms Flow

3.1 관심영역(ROI)설정

입력된 보행자 영상에서 보행자가 위치할 수 있는 관심 영역을 

설정한다. 관심영역은 행렬의 범위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관심영역

의 범위는 시작 첨자부터 마지막 첨자(제외)까지 의 연속적인 

sequence이다. 원본 영상과 ROI는 같은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러므로 

관심 영역에 임의의 변환을 가할 때 원본 영상의 일치 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5]

3.2 HOG Cascade 적용

HOG만 사용했을 경우 속도가 느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cascade기법을 HOG특징에 적용하여 보행자를 검출하고 그 과정의 

연산속도를 향상 시킨다. 기존 HOG검출기는 물체영역을 고정된 

크기로 분할 한 후 각 분할 영역마다 지역적으로 HOG를 계산하여 

객체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나 cascade 기법과 결합하면 다양한 크기와 

위치의 수많은 블록들로부터 HOG를 계산하고 유의미한 블록들을 

boosting학습과정을 통해 선별한다. 관심영역 안에서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Cascade HOG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보행자 템플

릿의 크기는 48(w)*96(h)로 하고. Group 경계 값은 6, scale step을 

1.1로 한다. 
함수 

QueryPerformanceFrequency와 QueryPerformanceCounter를 

쓴다. 학습된 보행자 검출기는 XML파일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HOG의 특징 벡터를 계산하는 알고리즘[7].

3.3 Haar-like 발견 시 resizing 진행

면적크기변화 Haar-like 특징추출방법은Haar-like 수평특징과 수

직특징 추출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aar-like 
는 Haar-like wavelet과 공간-시간 차이(space-time difference)를 

기초로 하여 좀 더 복잡한 영역을 이동하는 사람의 검출을 Adaboost 
알고리즘에 의한 훈련영상을 이용하여 검출한다. Haar-like은 영상에

서 국부적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강인한 보행자추출 결과를 얻을 

수 있다[4].

3.4 Kalman Filter로 추적

앞의 인식단계인 HOG cascade, Haar like 진행 과정 중 검출 

되지 않은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앞의 알고리즘에 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각각의 보행자 윈도우를 추적하여 보행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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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높인다. 칼만 필터는 대상 시스템의 확률적인 모델과 측정값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상태변수를 찾아내는 최적 추정기법이다. [3]

초기값 

선정 

추정 값과 오차 

공 분산 예측 

칼만 이득 

계산 

오차공분산 

계산 

추정 값 

계산 

추정 값 

측정 값 

Fig. 2 칼만 필터 알고리즘 프로세스 칼만 필터 알고리즘 진행 과정:

Fig. 3 칼만 필터 추적을 구현한 영상

Fig. 3 에서 흰색 bounding box는 cascade hog가 찾아내지 못한 

부분을 칼만 필터로 찾아낸 결과이다.

3.5 칼만 필터로 추적한 보행자를 클러스터링 하여 중복 

영역을 제거 

서로 가까이 위치한 윈도우에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검출된 

보행자의 중복 영역을 제거하여 하나의 윈도우로 처리 하였다.

IV. 실험 및 결과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성능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5]
첫 번째 영상(기준 영상)에서 보행자 영상(640*360)에서 ROI영역 

이내에 들어있는 보행자를 인식한다. 상단에서 177 pixel, 하단에서 

183 pixel 떨어진 곳에 그려진 검은색 라인을 기준으로, 라인에 

걸리는 도로상의 차량 전방의 보행자 수를 카운트 한다.
 총 661장 이미지 중에서 보행자가 존재하는656개 프레임에 대해

서 평가한 결과, 총2044명 보행자중 1838명의 보행자를 인식했고 

206명의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근거해 계산한 결과 총 

보행자 인식 율은 91.0%로 집계되었고 정확도는 99.3%였다. 
 

Fig. 6 Original Image

Fig. 7 The image with pedestrian 

detection line

다음과 같이 사람이 아닌 물체를 인식할 경우 오 인식으로 여긴다.  

Fig. 8 The example of false alarm

인식 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0-1.0까지의 치수를 이용하여 인식이 

된 정도를 표현하였다. 총 661개의 프레임 이미지에 대해서 576-586/ 
590/ 594-595프레임에서 신호등 같은 물체를 보행자로 인식하는 

상황으로 인해 오인식이 발생했다. 657-661 프레임에서는 보행자가 

없었다. 프레임에 따른 인식 율과 오 인식 율의 정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 된다. 

Fig. 9 Frame-by-frame analysis of 

pedestrian recognition rate

두 번째 영상은 추적+신뢰도를 비교하였고 기준영상은 첫 번째 

영상으로 하였다. 보행자 영상 (640*170)에서 상단에서 97 pixel, 
하단에서 73 pixel 떨어진 곳에 그려진 검은색 라인을 기준으로, 
라인에 걸리는 도로상의 차량 전방의 보행자를 인식하였다.

Fig. 10 Frame-by-frame analysis of 

pedestrian false alarm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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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보행자수 2065

인식 1626

미 인식 439

오인식 46

인식 율 78.54%

미 인식 율 21.46%

정확도 93.64%

오 인식 율 6.36%

Table 3 The second video-without tracking algorithm

Fig. 11 Comparison video without tracking algorithm

  
Fig. 12 Comparison video without tracking 

algorithm-apply pedestrian detection line

총 992장 이미지 중 존재하는 보행자는 총 2065명, 인식한 보행자는 

1626명, 미 인식된 보행자는 439명, 오인식 46번, 보행자 총 인식률 

78.54%, 정확도 93.64%였다. 

그러므로 추적+신뢰도를 적용 하면, 보행자 총 인식 율은 78.54%에

서91.02%로12.48% 상승, 정확도는 93.64%에서 99.29%로 5.65% 
상승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에 정착된 카메라를 통한 보행자 인식 기술에 

대해 연구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관심영역 안에서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Cascade HOG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결과, 가까

운 보행자와 멀리 있는 보행자를 검출한 윈도우가 사이즈가 비슷하므

로 보행자 크기에 조금 더 적합한 윈도우 검출이 필요하므로 윈도우 

영역의 resizing을 위해 HOG Cascade에 검출된 윈도우 영역에 

대해 Haar-like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보행자 인식 율을 높이기 

위해 추적단계에서 앞의 알고리즘에 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각각

의 보행자 윈도우를 추적한다. 서로 가까이 위치한 윈도우에 클러스터

링 기법을 적용하여 검출된 보행자의 중복 영역을 제거 하여 하나의 

윈도우로 처리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91.02%의 인식률과 99.29%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실시간 검출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식률상 12.48%, 
정확도상 5.65% 상승되었다.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출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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