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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보행자를 추 할 때 배경 제거를 이용하여 변형된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특징 추출을 제안하 다. 기존의 HOG 특징 추출은 연산량이 많아 추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다. 배경 제거를

통해 연산량 감소와 추 률을 향상시키기 해 연구하 다. 불필요한 역에서의 특징 추출을 감소시키기 해 HSV 색공간

에서 S 채 과 V 채 을 이용하여 역 제거를 진행하 다. 상의 평균 S 채 과 V 채 로 배경 제거 후 입력 상이

체 으로 어두워 객체 추 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하 다. 제거된

역에서 추출되는 HOG 특징이 감소되고, 객체에서는 명확한 HOG 특징이 추출되어 객체 추 속도와 추 률이 향상되었

다. 본 실험에서는 다수의 보행자나 한명의 보행자가존재하는 상, 배경이 복잡한 상, 흔들림이 심한 상을 가지고 실험

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HOG-SVM 방법과 비교하여 처리 속도는 약 41.84% 향상되었으며 오 추 률은 약 52.29%

감소되어 개선된 추 률을 보 다.

주제어 : HOG, 객체 추 , 연산량, 배경 제거, HSV 색공간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extracting modified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OG) features using 

background removal when tracking pedestrians in real time. HOG feature extraction has a problem of slow 

processing speed due to large computation amount. Background removal has been studied to improve computation 

reductions and tracking rate. Area removal was carried out using S and V channels in HSV color space to reduce 

feature extraction in unnecessary areas. The average S and V channels of the video were removed and the input 

video was totally dark, so that the object tracking may fail. Histogram equalization was performed to prevent this 

case. HOG features extracted from the removed region are reduced, and processing speed and tracking rates were 

improved by extracting clear HOG features. In this experiment, we experimented with videos with a large number 

of pedestrians or one pedestrian, complicated videos with backgrounds, and videos with severe tremors. Compared 

with the existing HOG-SVM method, the proposed method improved the processing speed by 41.84% and the error 

rate was reduced by 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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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보행자 추 은 동작 인식, 비디오 감시, 교통 제어, 사

람과 컴퓨터 상호 작용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1]. 한 문자 인식, 얼굴 인식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추 이 가능하다[2-4]. 최근 감시 보안을 목

으로 CCTV 설치나 차량에 내장된 카메라로 보행자 보

호 등 지능형 상 분석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컴퓨

터 비 을 이용한자동화 응용 범 가 증가하고있다. 객

체 검출과 인식 분야는 컴퓨터 비 을 이용한 지능형

상 감시 시스템의 구축을 한 필수 인 기술로 응용되

고 있다[5-12].

보행자 객체 추 에서 검출기는 입력 상으로부터의

특징 벡터를 얻는 추출 역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으로

보행자 역을 단하는 분류 역으로 구성된다. 특징

추출 역에서는 주로 기울기의 방향성을 이용한 HOG

를 사용하고 분류 역에서는 SVM 분류기가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HOG-SVM[13,14]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

은 높은 검출성능을 보여 다. 그러나특징량이 입력

상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고 불필요한 역에서의 특징들

이 존재하여 연산량이 많아 처리 속도가 느리고, 검출률

이 하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OG 특징에서 불필요한 배경

역을 제거하여 특징 벡터를 감소시켜연산량을 이고

검출률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 다.

역 제거를 하기 해 상에서 HSV 색공간에서 보

통 배경과 객체는 비되는 S 채 과 V 채 을 갖는 특

징을 이용하 다. RGB to HSV 변환을 용[15]하고

상 체의 S 채 과 V 채 을이용하여 역을 제거하

다. 제거된 상에서 원 상이 체 으로 어두워 객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히스토그램 평활화

를하 다. 처리된 상에 HOG 특징을 얻고 보행자를 구

분하기 해 SVM 분류기를 용하여 보행자 추 을 진

행하는 방법이다.

2. 련 연

2.1 HSV 색공간

HSV 색공간은 색을 표 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색상

(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의 좌표를 사용하여

특정 색을 지정한다. 색상 값 Hue는 가시 선 스펙트럼

을 고리모양으로 배치한 상태에서 가장 장이 긴 빨간

색을 로 하 을 경우의 상 인 배치 각도를 나타낸

다. 색상 값은 ∼의 범 를 가지고 와

는 같은 빨간색을 나타낸다. 채도 값 Saturation은

특정 색상의 가장 진한 상태를 로 하 을 경우의

진함 정도를 나타낸다. 채도 값 는 같은 명도의 무채

색을 나타낸다. 명도 값 Value는 흰색, 빨간색 등을

로 검은색을 로 하 을 경우의 밝은 정도를 나

타낸다.

HSV 색공간모형은 원기둥 는 원뿔 모양의 입체 도

형이다. Fig. 1.의 (a)는 구성 요소의 정의에 따라 HSV

색공간을 원기둥으로 나타내었다. 원기둥의 내부와 표면

의 한 은 하나의 색을 갖는다. Fig. 1의 (b)는 원기둥의

모형을보다 실 으로수정한원뿔모형이다. 명도 

는 오직 검정색을 의미하여 단 하나의 으로 표 되며

원뿔의 꼭짓 에 해당된다.

(a) (b)

Fig. 1. HSV Color Coordinate

       (a) HSV Cylinder (b) HSV Cone

2.2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OG 특징[16]은 보행자 검출을 해 제안된 특징으

로 국소 역에서 근 화소들 간의 밝기 차이를 이용한

다. 입력 상에서 각픽셀의 변화량의 각도와 크기를 고

려하여 히스토그램 형태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상 역을 일정 크기의셀로 분할하고, 각 픽셀마다 기

울기를 계산하여각 기울기에 한히스토그램을 구한다.

HOG 특징은 히스토그램으로 구성되어 기하학 변화에

강한 특징을 갖는다.

HOG 특징은 sobel 마스크를 이용한 기울기 이미지에

서 만들어진다. 입력 상에서 식 (1)을 이용하여 축, 

축 sobel 마스크를 통과한기울기  를 구한다. 기울

기의 크기 과 방향성 은 각각 식 (2), (3)을 통해구

한다. ×  크기의 필터가 슬라이딩하여 각 픽셀마다

기울기 방향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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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의 (b)는 입력 상 (a)에 한 HOG 특징인 기

울기 방향성을 시각 으로 나타낸 것이다. ×  크기의

필터를 용하 다.

(a) (b)

Fig. 2. Image of gradient direction

        (a) Original Image (b) Gradient direction

2.3 SVM(Support Vector Machine)

SVM[17]은 이진 분류기로서 기계 학습의 분야 하

나로 패턴 인식과 자료 분석을 한 지도 학습 모델이다

[18]. 두 개의 분류 집합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새

로운 데이터가 어느 분류에 속할 것인지 단하는 이진

선형 분류 모델이 생성된다. 식 (4)는 임의의 입력 패턴

가 주어질 때, 별함수이다.

 

Fig. 3은 마진과 서포트 벡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3. Margin and Support Vector

앙의 결정 경계선부터 데이터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마진이다. 결정 경계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 들

이 서포트 벡터이다. 마진이 크면 좋은분류기라고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생성된 HOG 특징에 보행자 객

체 추 하기 해 보행자 특징 벡터가 학습되어 있는 선

형분류기 SVM을 사용하 다. 보행자를 인식하기 해

구성된학습데이터인Daimler Data set[19]을이용하 다.

3. 제안 는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행자 추 방법은 HOG 알고

리즘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기 단계에서 진행된다. 먼

배경 역을 제거하기 해 RGB to HSV 변환을

용하 다. 원 상이 어두운 경우에 역 제거된 상에

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하 다. 밝기 문제가 해결된

상에 HOG 알고리즘을 진행하여 특징을 추출한 후 SVM

분류기로 보행자를 추 하 다. Fig. 4는 제안하는 방법

을 통한 보행자 추 순서도이다.

Input Video

HSV Transform
Remove Background

Histogram
Equalization

HOG Feature

SVM Tracking

Fig. 4. Flowchart of the Proposed Method

3.1 HSV 색공간에  배경 제거

원 상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해 HOG 알고리즘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역에 다양한 방향성과 크기를 가진

특징 벡터가 존재하여 연산량이 많아진다. 이러한 특징

벡터를 감소시켜 연산량을 이기 해 배경 역을 제

거하 다.

배경과 보행자는 HSV 색공간에서 각각 다른 S 채

과 V 채 을 갖는다. S 채 과 V 채 을 이용하여 배경

과 보행자를 분리하기 해 RGB to HSV 변환하 다. 변

환된 상에서 S 채 과 V 채 이 주변과 비되는부분

을 기 으로 불필요한 역의 픽셀 값을 0으로 처리하여

배경을 제거하 다. 기 으로 잡은 S 채 과 V 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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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체의 평균 S 채 과 V 채 을 사용하 다.

식 (7)은 S 채 과 V 채 을 이용하여 배경을 제거하

는 식이다. 상의크기는 ×이며, 는 픽셀의

좌표, 와 는 각각 픽셀의 S 채 과 V 채 , 와 

는 각각 상 체의 평균 S 채 과 V 채 을 나타낸다.

식 (5)와 (6)을 통해 ×  크기의 상에서 각각 평균

S 채 과 V 채 을 구하는 식이다.

 ×


  




  







 ×


  




 







   i f  ≥  and  ≥ 

 


Fig. 5는 식 (5)와 (6)을통해 상 체에서평균 S 채

과V 채 을 구하여 식 (7)을통해 상의배경이제거

된 상이다.

(a) (b)

Fig. 5. Remove Background(HSV)

       (a) Original Video (b) Remove background

배경제거 후 원 상이 체 으로 어두워보행자 추

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해 배경 제거 후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하 다.

(a) (b)

Fig. 6.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Objects

        (a) Remove Background Video

        (b) Indistinguishable Objects

Fig. 6의 (b)는 구별하기어려운보행자객체를나타낸

다. (b)와 같은 객체들에서 HOG 특징을추출하면 상이

체 으로 어두워 객체와 배경의 기울기 방향성이 구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V 채 에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하 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상에서 각 명암의 빈도는 변경하지 않고,

빈도수를 계산한다. 계산된 빈도수를 정규화하

여 평활화를 하 다. Fig. 7은 식 (8)를 이용해 상의 밝

기 분포가 재분배되어 히스토그램 평활화가 진행된 상

이다.

 
  



× 




(a) (b)

Fig. 7. Remove Background and Equalization

        (a) Gray Video and Histogram

        (b) Equalization Video and Histogram

Fig. 7의 (a)는 히스토그램 평활화하기 해 배경 제거

된 상에서 V 채 만 나타낸 상이다.

(a) (b)

Fig. 8. Distinct objects of equalization

        (a) Equalization Video (b) Distinct Objects

Fig. 8은보행자 객체 구별이어려운경우가 해결된

상이다. 처리된 상에 HOG 특징을 추출하면 배경 제거

된 역에서는 HOG 특징인 기울기 방향성이 작고, 보행

자 역에서는 기울기 방향성이 크게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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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  HOG 특징 추출

평활화 처리된 상에서 HOG 특징을 추출하기 해

×  크기의 필터가 슬라이딩하며 각 픽셀마다 기울기

방향을구하 다. Fig. 9는 HOG 특징을 시각 으로 표

한 상이다. 기울기의 방향성과 크기는 식 (9)와 (10)을

통해 나타내었다.

    

  tan





(a) (b)

Fig. 9. HOG Feature Video

        (a) HOG Feature of Original Video

        (b) HOG Feature of Proposed Method

추출된 특징의 방향성과 크기를 비교하기 해 상

의 일부 역을 확 하 다. Fig. 9의 (a)는 기존의 HOG

특징을생성한 상이고, (b)는제안하는HOG 특징추출

을 통해 생성된 HOG 특징이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배경

역에서 다양한 기울기 방향성과 크기가 감소된 것을

보 다.

(a) (b)

Fig. 10. HOG-SVM Tracking Result

         (a) HOG Feature Video

         (b) SVM Tracking Video

Fig. 10은 생성된 HOG 특징에 해 SVM 분류기를

용하여 보행자 추 된 결과 상이다. 보행자와 배경

의 특징은 서로 다른 군집을 이룬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구분하 다.

4. 실험 및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는 OpenCV와 OTB-2015에서 제공하는

보행자 상으로 실험을 하 다. 각각의 상들은 다수

의 보행자가 존재하는 상과 한명의 보행자가 존재하는

상, 주변 배경이 복잡한 상, 흔들림이 심하거나 보행

자의 뒷모습이 촬 된 상으로 실험하 다.

기존의 HOG-SVM 방법과 제안하는 HOG 특징 추출

방법을 비교 분석하 다.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

보다 추 률과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a) (b) (c)

Fig. 11. Experiment Results 1 (Walking1)

         (a) Original Video

         (b) HOG-SVM Tracking

         (c) Proposed Method Tracking

Fig. 11는 고정된 카메라에서 다수의 보행자와복잡한

배경이 촬 된 상에서 보행자 추 을 진행한 상이다.

(b)에서 주변 배경이 복잡하거나 원 상이 어두운 경우

가 있어서 기존의 방법은 보행자 추 에 실패하 다. (c)

는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역 제거와 평활화가 진행된

후 보행자 추 을 하여 개선된 결과를 보 다.

(a) (b) (c)

Fig. 12. Experiment Results 2 (Jogging2)

         (a) Original Video

         (b) HOG-SVM Tracking

         (c) Proposed Method Tracking

Fig. 12은 두 명의 보행자가 조깅하는 상에서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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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을 진행한 상이다. 기존의 방법은 보행자 주변 배

경에 다양한 HOG 특징이 추출되어 객체 추 에 빈번히

실패하 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주변 배경을 제거되

어 개선된 객체 추 결과를 보 다.

(a) (b) (c)

Fig. 13. Experiment Results 3 (Walking2)

        (a) Original Video

        (b) HOG-SVM Tracking

        (c) Proposed Method Tracking

Fig. 13는 실내에서다수의 보행자를 촬 한 상에서

객체 추 을 진행한 상이다. 기존의 방법은 보행자가

작아지거나 주변이 복잡하여 객체 추 에실패하는 경우

가 발생하 다.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배경

제거를 진행하여 개선된 객체 추 결과를 보 다.

(a) (b) (c)

Fig. 14. Experiment Results 4 (Human8, Couple)

         (a) Original Video

         (b) HOG-SVM Tracking

         (c) Proposed Method Tracking

Fig. 14는 주변배경이 복잡하거나 보행자가 그림자에

의해어두워지는 상에서 객체추 을진행한 상이다.

기존의 방법은 보행자가 그림자에 의해어두워지거나 주

변 배경이 복잡하여 객체 추 에 실패하 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어두운 경우를 해결하고 배경 제거를 하여 개

서된 추 결과와 처리 속도를 나타내었다.

(a) (b) (c)

Fig. 15. Experiment Results 5 (David3, Human2, 7)

         (a) Original Video

         (b) HOG-SVM Tracking

         (c) Proposed Method Tracking

Fig. 15은 배경이 복잡하거나 화면 흔들림이 있는

상에서 객체 추 을 진행한 상이다. 기존의 방법은 배

경이 복잡하고 흔들림이 심해 객체 추 에 실패하는 결

과를 보 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복잡한 배경을 제거

하 고 방향성이 은 특징을 추출하여 화면 흔들림에도

개선된 객체 추 결과를 나타내었다.

(a) (b) (c)

Fig. 16. Experiment Results 6 (Human9)

         (a) Original Video

         (b) HOG-SVM Tracking

         (c) Proposed Method Tracking

Fig. 16도 마찬가지로 배경이 복잡하고 화면흔들림이

있는 상에서 객체 추 을 진행한 상이다. 기존의 방

법보다 제안하는 방법이 개선된 처리 속도를 보 지만

주변의 배경이 완 히 제거되지 않고, 주변 배경에서 사

람과 비슷한 특징이 추출되어 오 검출이 발생하 다.

Table 1은 기존의 HOG-SVM 객체 추 방법과 제안

하는 방법을 통한 HOG-SVM 방법의 당 처리되는

임 수와 임 당 처리 시간을 비교 분석한 표이다.

단 는 FPS와 sec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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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acking Processing Speed (FPS, ms)

FPS | Frame Per Average Time (ms)

Video name HOG-SVM Tracking
Proposed Method

Tracking

Walking1 16.19 61.766 19.10 52.356

Jogging 70.94 14.096 104.17 9.599

Walking2 68.54 14.590 86.59 11.548

David3 10.65 93.896 23.06 43.365

Human2 18.74 53.361 46.75 21.390

Human7 94.27 10.607 133.34 7.499

Couple 25.72 38.880 54.64 18.301

Human8 40.65 24.600 92.14 10.853

Human9 38.06 26.274 87.99 11.364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역에서의 특징이

감소되어 개선된 객체 추 속도를 보 다. 기존의 객체

추 방법보다 제안하는 방법의 당 처리되는 임

수가평균 약 68.79% 향상되었다. 임당 처리시간은

평균약 41.84%감소되어 향상된 처리 속도를 나타내었다.

Table 2. Average for Consecutive Error Tracking 

Frame

HOG-SVM Tracking
Proposed Method

Tracking

Walking1 4.64 2.56

Jogging 5.81 5.36

Walking2 3.41 2.33

David3 9.52 3.08

Human2 33.33 12.57

Human7 20.75 6.28

Couple 14.69 4.33

Human8 100.00 30.25

Human9 17.55 3.08

Table 2는 기존의 HOG-SVM 객체 추 방법과제안

하는 방법을 통한 HOG-SVM 방법의 연속 오 추

임의 평균 길이를결과 비교한 표이다. 상에서 객체 추

을 진행할 때 연속되는 추 실패 임의 수를 감소

시켜 향상된 추 성능을 나타내기 한 표이다. 연속되

는 오추 임수가 감소되면 상 객체에 한 명확

한 특징 정보가 보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존의 방법은 다 객체나 복잡한 배경에서 객체 추

에 빈번히 실패하 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역 제

거와 평활화로 복잡한 배경이 제거되고 객체 구분이 명

확하게 되어 연속 오 추 률이 평균 약 52.29% 감소되어

개선된 결과를 보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객체 추 을 해 HOG 특징이 추출될

때 다양한 기울기의 방향성과 크기를 감소시켜 연산 처

리 속도의 향상과 객체 추 률 향상을 연구하 다. 불필

요한 역에서의 특징 추출을 감소시키기 해 HSV 색

공간에서 S 채 과 V 채 을 이용하여 역제거를진행

하 다. 배경 제거에는 입력 상의평균 S 채 과V 채

을 이용하 다. 배경 역에서의 기울기의 방향성과 크

기가 감소되어 처리 속도가 향상되었다.

원 상이 체 으로 어두워 객체 추 에 실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진행하 다.

처리된 상에 HOG 특징을 추출하여 SVM 분류기로객

체 추 을 하 다. 오추 임 수가 감소되어개선된

추 률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보행자와 복잡한 배경, 화면의

흔들림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객체 추 결과가 개선되

었고 연산 처리 속도 한 향상되었다.

제안하는 방법은 배경을 S V 채 을 이용하여 제

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완 히 제거되지 않아 오 추 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배경 체

의 제거와 객체 추 률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HOG 특징 추출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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