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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Viola와 Jones가 사용한 Haar-like 특징 기반 약분류기의 분별력을 개선하기 하여, 2차 별식에 기

반한 정 경계(decision boundary) 결정 방법을 제안한다. Viola와 Jones가 부스 된 약분류기 앙상블을 

사용해서 강분류기를 만들 때 사용한 단일 정 경계 기반 약분류기는 특징 공간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한 산물이어서 부분의 경우 최 이 아니며, 객체 클래스와 배경 클래스 간을 효율 으로 분별하기

에 흔히 무 약하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2차 별식 분석에 기반한 방법은 객체 클래스와 배경 클래스 

사이에 다  정 경계를 사용하는 약분류기를 만들어 다. 1000개의 positive 샘 과 3000개의 negative 

샘 을 훈련에 사용하고, 500개의 positive와 500개의 negative를 테스트에 사용한 차량 검출 실험을 통해

서, 기존의 단일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 방식에 비해, 제안 기법이 더 은 수의 분류기를 사용하면서도 

더 우수한 분류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 다.

■ 중심어 :∣약분류기∣Haar-like 특징∣AdaBoost∣판별함수∣문턱치∣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based approach for improving the 

discriminating strength of weak classifiers based on simple Haar-like features that were used 

in the Viola-Jones object detection framework. Viola and Jones built a strong classifier using 

a boosted ensemble of weak classifiers. However, their single threshold (or decision boundary) 

based weak classifier is sub-optimal and too weak for efficient discrimination between object 

class and background. 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based approach is presented which 

leads to hyper-quadric boundary between the object class and background class, thus realizing 

multiple thresholds based weak classifiers. Experiments carried out for car detection using 1000 

positive and 3000 negative images for training, and 500 positive and 500 negative images for 

testing show that our method yields higher classification performance with fewer classifiers 

than single threshold based weak class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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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패턴인식에서 객체 검출은 (1) 특징 선정과 (2) 선정

된 특징에 기반한 분류기 설계  이슈를 갖는, 일반 으

로 두 클래스 분류 문제이다. Viola와 Jones[1, 2]는 이 

이슈들에 한 해법을 제공하기 해서, 선형 인 정 

경계를 사용하는 단순한 Haar-like 특징들을 선택하고 

AdaBoost[3]를 사용해서 분류기들을 훈련시키는 

임웤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기존 방법들의 속도와 

성능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여 큰 심을 끌어 왔으며, 

객체 검출을 한 범용 임웤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

은 상태이다. 

이 임웤을 개선하기 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여

러 방법이 제안되었다. 즉, 부스 을 개선하려는 Real 

AdaBoost, KLBoosting, FloatBoost 같은 AdaBoost의 

수정 버 들이 제안되었으며[4-6], 기본 Haar-like 특

징 집합을 확장해서 다른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제

안되었다[7-9]. 그 외, Mita 등[10]은 효율 인 분류기

를 만들기 해 여러 개의 선형  약분류기(weak 

classifier)를 융합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Zhang 등[11]은 부스 의 뒷단에서 PCA로부터 도출된 

역  특징에 의해 지역  Haar-like 특징들을 체하

는, 계층  특징 공간에서의 부스  방법을 소개하 다. 

이 논문에서는 약한 분류기 는 약분류기들의 문턱

치( 는 정 경계(decision boundary)) 결정이 성능에 

끼치는 향을 탐구한다. 단일 문턱치에 기반하는 약분

류기에서 문턱치는 보통 분포 모드들의 평균의 평균을 

취해서 구해지는데[1], 이 문턱치에 기반하는 약분류기

는 복잡한 실제 문제들의 근원  분포를 효율 으로 분

별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특징 집합(feature set)

의 다수 특징들이 분별력이 없다. 더욱이 Zhang 등

[11]이 언 했듯이, 이들 특징은 캐스 이드의 뒷단으

로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증가하는 데 비해 상 으로 

훨씬 더 약해서 부스  효과가 없을 정도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이 논문에서는 2차 별 함수

를 사용해서 부스 에 효율 인 약분류기를 구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Haar-like 특징

들에 한 AdaBoost 학습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효율

인 약분류기의 구 을 한 방법을 소개하며, 4장에

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약분류기 부스팅 

1. AdaBoost 

AdaBoost는 약분류기들을 결합해서 강분류기

(strong classifier)를 만드는 기계 학습용 응  부스

 알고리듬이다. 강분류기의 정은 약분류기들의 가

된 다수결에 의해 만들어진다. 약분류기는 다음의 식

으로 표 된다. 

        
       (1)

여기서, x는 입력, f는 특징,  는 문턱치, p는 부등호

의 방향을 결정하는 극성을 나타낸다. 이들의 앙상블인 

강분류기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객체  
  



 ≥ 

 클러터  

    (2)

여기서   는 부스 에 의해 i번째로 선정된 약

분류기이며, 
는 i번째 약분류기의 가 치,  는 강

분류기의 문턱치이다. 계수들과 약분류기들을 선택하

기 하여 Viola와 Jones는 아래와 같은 수정된 

AdaBoost 알고리듬을 사용하 다(이 알고리듬에 한 

자세한 설명은 [1]과 [2]를 참고):

샘  상 (x1, y1),…, (xn, yn)이 주어졌다고 하자. 여

기서 positive 샘 과 negative 샘  각각에 해 yi = 

0, 1 이다.

yi = 0, 1 각각에 해 가 치를 기화한다: w1,i = 






.  

여기서 m과 l은 각각 positives와 negatives의 수를 

나타낸다.

For t = 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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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치를 정규화시킨다: wt,i ← 



  



 

 
 

2) 다음의 가  오차 합을 비교해서 가장 성능이 좋

은 약분류기를 선정한다.

     


  

3) 를 최소화시키는 ft, pt,  t로, 선정된 ht (x) = h(x, 

ft, pt,  t)를 정의한다.

4) 가 치를 갱신한다: wt+1,i = wt,i 
  



여기서 xi가 옳게 분류되면 ei = 0 이며, 아니면 ei = 

1 이다.  
 


  이다.

최종 강분류기는 다음과 같다:

  












  



 ≥



  





 

여기서    



이다.

알고리듬 1. AdaBoost 학습 알고리듬

2. 약분류기 

약분류기들은 [그림 1]의 다섯 가지 기본형 Haar-like 

특징들에서 생된다. 

(a) 에지 특징   (b) 선 특징   (c) 각선 특징

그림 1. 기본형 Haar-like 특징 집합

최종 강분류기는 일련의 가 된 Haar-like 특징들의 

조합을 사용하며, 강분류기는 목표 훈련 에러율을 갖는

다. 실제 객체 검출을 해서 [그림 2]에서와 같은 강분

류기 캐스 이드가 만들어지는데, 뒷단으로 갈수록 복

잡해진다.

그림 2. 검출 캐스케이드의 개략도

캐스 이드 검출기의 반  형태는 첫 분류기의 

positive 결과가 두 번째 분류기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결과가 세 번째 분류기에 입력되는 등등의 축퇴 

정 트리(degenerate decision tree)에 해당한다[1]. 각 단

에서의 negative 출력은 그 샘 이 배제되게 하며, 따라

서 캐스 이드의 각 단은 앞의 모든 단을 통과한 샘

들로 훈련된다. 각 단은 약분류기들로 구성되는데 그 

크기는 훈련 단계에서 결정된다.

III. 최적 문턱치 

분류를 한 Bayes 정 룰(decision rule)은 훈련 데

이타에 한 분류 오차를 최소화하는 문턱치 는 정 

경계(decision boundary)를 제공한다. 자연 상태가 

과 인 두 클래스 문제에서, x를 찰이라고 할 때, 분

류 오차를 최소화하는 문턱치는       

인 조건부 확률 식에 의해 주어지며, 이때의 정 룰은 

만일        이면 , 아니면  로 

정하는 것이다. 약분류기는 단 두 클래스 만을 구분

하나, 최 의 해당 Haar-like 특징을 선정하는 것은 일

반 으로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그림 3]은 실험에서 얻은 Haar-like 특징 값들의 분

포 를 보여 다. 단일 문턱치에 기반하는 약분류기는 

일반 으로 모드의 평균의 평균을 사용하는데, 이런 문

턱치로는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분의 

Haar-like 특징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 한다. 더욱이, 훈

련이 진행되면서 뒷단으로 갈수록 객체 클래스와 배경 

클래스 간의 구분이 어려워지며, 그에 따라 각각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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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의 오차율이 50%에 가깝게 되어[11] 부스 의 

효율이 히 낮아진다. 이 게 약분류기의 부스 이 

무 약하게 되는 단(stage)들에서는 특히 특징의 수가 

증하여 낭비가 심해지고 훈련 시간도 증하게 된다. 

그에 따라 일반 PC에서 훈련 시간이 1주일이 넘는 일

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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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aar-like 특징 값 분포 예

따라서 단일 문턱치에 기반하는 약분류기 신에, 

[그림 3]의 실제 분포를 감안하여 근원  분포 간 차이

를 더 잘 반 하도록 다  문턱치를 사용한다면 약분류

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더 

은 수의 약분류기로 더 나은 분류 성능을 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해 이 논문에서는 일련의 별 함수 

     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여

기서  는 분별할 클래스 수이다. 특징 벡터 X 가 주어

졌을 때 별함수에 의한 정 룰은 다음과 같이 기술

된다: 모든  ≠ 에 해         이면  

로 정하며, 이때 문턱치는 최  별 함수들 간에 값

이 같아지는 곳이다. 다변량 노멀(normal) 도의 경우, 

식 (3)에 주어진 별 함수를 사용해서 오차율이 최소

인 분류를 달성할 수 있다[12]:

  


 


   








  

       (3)

부류마다 서로 다른 분산 행렬을 갖는 일반 인 다변

량 노멀 분포의 경우, 별 함수는 식 (4)로 주어진다

[12].

   

         (4)

여기서

 





 

  
 

 





 


  

이 별 함수에 의한 정 표면은, 1차원에서 그려보

면 [그림 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흔히 단순 연결되지 

않는다. 즉, 단변량 Haar-like 특징의 경우에 두 분포가 

분산이 서로 다른 노멀 분포라면, 별 함수에 의해 같

은 클래스의 역이 분리된 상태로 구해지므로, 다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그림 3](b)에 해 두 근법에 의해 결정

된 문턱치들을 보여 다. 선은 두 분포의 평균의 평

균을 문턱치로 사용하는 기존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문

턱치이며, 실선은 별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문턱치들

을 보여 다. 이 그래 에 해당하는 feature는 기존 기

법에 의한 문턱치를 사용할 경우 분류 성능이 나쁠 것

이므로 약분류기로서 채택되지 못 할 것이나, 제안 방

법에 의해서는 좋은 분류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약분

류기로 선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4](c)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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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도 제안 기법이 더 한 문턱치를 제공할 

것이다. 제안 기법의 알고리듬에서는 식 (1)이 다음과 

같이 바 다.

           
(5)

이 식에서 아래 첨자 p와 n은 각각 positive와 

negative를 나타낸다.

그림 4. Haar-like 특징 값 분포 예(점선: 기존 기법에 의

한 문턱치; 실선: 제안 기법에 의한 문턱치)

IV. 단일 및 다중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들을 이

용한 차량 검출 

다양한 조건에서 촬 된 비디오 클립들을 사용해서 

차량 검출을 수행하 다. [그림 5]는 실험에 사용한 동

상의 한 임에 한 검출 결과를 참고로 보여 다. 

그림 5. 실험 동영상 및 차량 검출 결과

Haar-like 특징 분류기의 훈련에 사용한 positive와 

negative 샘  수는 각각 1000개와 3000개이었다. 이 훈

련 데이타에 해 100%의 률과 0%의 false 

positives를 목표로 두 문턱치 선정 방법을 사용해서 분

류기들을 훈련시켰다. 실험 결과, 훈련 데이타에 한 

요구 성능을 달성하는데 단일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를 

사용한 강분류기에는 225개의 Haar-like 특징이 소요

되었으나, 별 함수에 기반한 약분류기를 사용한 강분

류기는 69개만 필요했다. [그림 6]이 두 방법에 의한 약

분류기 수  훈련 오차를 비교해서 보여 다. 제안한 

약분류기들이 단일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들보다 더 효

율 으로 훈련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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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일 및 다중 문턱치 방법들의 약분류기 수 대 훈련 

오차

각각 500개의 positives와 negatives로 구성된 

validation dataset에 한 률  허  경보율을 [그

림 7]이 보여 다. 강분류기의 문턱치는 0.25 스텝으로 

-10부터 +10 사이에서 조정되었다. [그림 7]의 ROC 곡

선으로부터 별 함수 기반 약분류기가 단일 문턱치 기

반 약분류기 보다 분류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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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일 및 다중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들을 사용해서 

훈련된 강분류기들의 ROC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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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실험에서는 훈련 집합으로부터의 500개의 

positive 샘 과, 단일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로 훈련된 

10단 캐스 이드로부터 얻은 false positive들로 구성된 

2000개의 negative 샘 을 사용했다. 두 방법을 사용해

서 이 dataset에 해 강분류기들을 훈련시켰다. 훈련 

데이타에 한 성능 기 (performance criteria)은 의 

실험들에서와 같다. 문제 난이도가 높은 이 실험에서는 

단일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들은 무 약해서 최종 분류

기의 Haar-like 특징 수가 236개에 달했고, 그 반면에 

제안 기법으로  같은 성능을 달성하는 데는 26개의 

Haar-like 특징만 필요했다. [그림 8]이 시험 dataset에 

한 ROC 곡선을 보여주는데, 어려운 샘 들로 구성된 

이 데이타 집합에 해서 제안 기법이 단일 문턱치 기

반 방법 보다 히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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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안 방법과 기존 방법의 ROC 곡선. 단일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들로 훈련된 10단 캐스케이드의 

false positive들을 negative 샘플로 사용해서 

훈련시켰다.

V. 결론 

다  문턱치를 사용하는, 부스 에 효율 인 약분류

기를 구 하기 하여 별 함수에 의한 약분류기 문턱

치 선정 방법을 제안하 다. Viola와 Jones가 사용한 단

일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들은 객체 클래스와 클러터 클

래스 간 정 경계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근원  분

포를 효율 으로 분리하기에 합하지 않다. 더욱이 캐

스 이드의 뒷단으로 갈수록 이런 약분류기들은 문제 

난이도에 비해 상 으로 뚜렷하게 약해져서 부스  

효과를 내지 못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지

닌 기존의 약분류기 신에, 근원  분포를 분산이 다

른 두 개의 노멀 분포로 모델링하고, 이들에 해 별 

함수 기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스  효과가 좋은 다

 문턱치 기반 약분류기를 구 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이 feature 수를 더 게 필요로 하는 등 

기존 방법에 비해 더 효율 으로 훈련되는 동시에 분류 

성능도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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