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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비전을 이용한 도로상의 보행자 검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destrian Detection on the Road Using Machine Vision 

이 병 룡*
, Quoc Bao Truong, 김 형 석, 배 용 환 

(Byung-Ryong Lee1, Quoc Bao Truong1, Hyoung-Seok Kim1, and Yong-Hwan Bae2) 
1University of Ulsan 

2And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two-stage vision-based approach to detect multi views of pedestrian in road scene images. The 
first stage is HG (Hypothesis Generation), in which potential pedestrian are hypothesized. During the hypothesis generation step, we 
use a vertical, horizontal edge map, and different colors between road background and pedestrian’s clothes to determine the leg 
position of pedestrian, then a novel symmetry peaks processing is performed to define how many pedestrians is covered in one 
potential candidate region. Finally, the real candidate region where pedestrian exists will be constructed. The second stage is HV 
(Hypothesis Verification). In this stage, all hypotheses are verified by Support Vector Machine for classification, which is robust for 
multi views of pedestrian detection and recogni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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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유럽에서는 매년 15만 명 정도의 보행자가 자동차

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읽는

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사고의 약 12%가 

보행자 관련 사고이다[1]. 따라서 주행중인 자동차가 보행자

를 실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운전자보조시스

템(driver assistance system)의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다. 하지

만, 자동적으로 보행자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다. 그 이유는 보행자는 다양한 얼굴색과 다양한 외모를 갖

고 있으며, 보행자의 모습이 정면, 측면 혹은 뒷모습일 수도 

있으며, 입은 옷이나 날씨 혹은 시간에 따른 명암의 차이, 그

리고 복잡한 배경으로부터 보행자를 정확하게 추출해 내어

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움직이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인

식하기 위해 주로 비전센서를 사용하는데, 비전센서는 가시

광선 비전센서와 적외선 비전센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의 경우 가시광선 비전센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적외선 비전센서를 사용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2-4]. 머

신비전(machine vision) 기반의 보행자 인식에서 사용되는 

CCD 카메라의 숫자에 의해 모노비전(monocular vision)과 스

테레오 비전(stereo vi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테레오 비전

의 경우 모노비전보다 CCD 카메라를 1개 더 사용하지만 영

상정보로부터 깊이정보(depth information)를 얻을 수 있는 장

점이 있다[5-7].  

참고문헌[8-9]에서 저자들은 획득된 비전 영상에서 보행자

를 검출하기 위해 다양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스캔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이미지를 처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므로 운전자 보조시

스템이나 무인주행을 위한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10-13]의 저자들은 주행차량의 차선에 있

는 보행자를 검출하거나 이미지 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

행자를 검출하였다. 이 방법 또한 이미지 내의 모든 보행자

를 검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보행

자를 검출하기 위한 매우 우수한 방법중의 하나는 그림 1과 

같이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지역생성(HG: 

Hypothesis Generation) 단계와 HG지역 중에서 보행자가 확실

히 있는 지역 즉 후보지역확정(HV: Hypothesis Verification)이라

는 2단계를 거치는 방법이다. 

후보지역생성을 위한 접근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

데 배경분리(background subtraction) 방법, 스테레오 기반

(stereo-based) 방법, 그리고 형상정보 획득(shape information) 

방법이다[1]. 이 중에서 배경분리방법이 목표물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14]에서 저자들은 차량 위에서의 카메라 움직임

을 평가하기 위해 능동적 배경분리(active background subtrac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차량의 속도로부터 위치벡터가 계산되고, 

이 정보가 각 이미지 프레임에 변환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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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행자를 검출하기 위한 2단계 처리: 보행자 추정 단

계와 확정단계. 

Fig.  1. Two-step pedestrian detection strategy: HG and 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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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영역을 이미지의 배경으로부터 분리하였다. 스테레오 

기반 방법은 이미지 상에서 보행자의 위치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5,6]. 형상정보획득 방법은 시간과 연계

된 정보(temporal information)가 필요가 없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배경과 결부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보행자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시간

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15]. 

후보지역확정 단계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학습(learning)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영상(training image)으로부터 목표물

의 특징 클래스를 수집하게 되며, 검출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비 목표물(non-object)들의 특징 클래스도 수집된다. 

먼저, 각 학습용 이미지는 일련의 로컬 및 글로벌 특징 (예를 

들면 Haar wavelet, SIFT, Shape Context, PCA, Gabor 등)에 의해 

구현되고, 그 다음 물체와 비 물체간의 선택경계(decision 

boundary)를 구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분류기 학습 도구들로

는 Adaboost, Support Vector Machine, 유전자 알고리즘 등이 있

다[6,9,16-22]. 이러한 도구들의 성능은 사용하는 특징이나 선

택함수(decision function)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목표물 클래스를 구성하는 부분의 기하학적인 특성에 영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지역생성(HG: Hypothesis Generation) 단

계와 후보지역확정(HV: Hypothesis Verification) 단계를 거쳐서 

도로 위의 보행자를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후보지역 생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행자 부근에 

생성되는 에지 정보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이용하였다. 그리

고, 후보지역 내에 보행자가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

단할 수 있도록 대칭 히스토그램 방법(symmetry histogram 

method)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후보지역 확정단계에서는 

수정된 GA (Genetic Algorithm)에 기반한 SVM 분류기를 사용

하여 보행자 영역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모습, 다양한 위치에 서 있는 보행자

들을 성공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II 장에서는 수평 에지 

보완(horizontal-edge repair), 보행자와 도로의 색상 차이, 대칭 

히스토그램 방법(symmetry histogram method)등을 이용하여 후

보지역을 생성하는 단계를 설명하였고, III 장에서는 Haar-

Like 특징, 의사결정 가지(decision tree), 수정된 GA 알고리즘 

및 SVM 분류기를 이용한 후보지역확정 단계를 설명하였다. 

IV 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이기 위한 다양한 

영상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V 장에서는 결론 

및 본 논문의 기여도를 정리하였다. 
 

II. 보행자 추정지역의 검출 

영상에서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추정하기 

위해서, 보행자의 외관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사용될 수 있

다. 영상에서 보행자의 경계선을 분석해 보면 매우 강한 수

직 에지(vertical edge)를 갖게 되고 좌우의 경계선은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보행자와 도로의 경계선은 

다수의 특징적인 수평 에지(horizontal edge)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보행자의 추정지역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원 영상으로부터의 에지 추출 

   

그림 2. 원 영상과 수직 및 수평방향 Sobel 에지 검출 후의 

영상. 

Fig.  2. The original image and the images after Sobel edge detection 
in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 (from left to right). 

 

 
(a) Before (b) After 

그림 3. 작은 수직 및 수평 에지의 제거 전과 제거 후 영상. 

Fig.  3. Images before and after rejecting small vertical and 
horizontal edges. 

 

본 연구에서는 Sobel 에지 검출법을 수평방향과 수직방향

으로 적용하여 원 영상의 에지를 추출하였다. 그림 2는 Sobel 

에지 검출법을 사용하여 에지를 검출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중요하지 않은 수평 에지와 수직 에지들을 제

거하기 위하여 비교적 큰 에지들 만을 남겨두고 작은 에지들

은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3은 작은 에지들을 제거한 

후 원 영상에 에지들을 중첩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의 보행자 영역에서 수직 및 수평 에지 정보들을 분

석해 보면 수직 에지가 수평 에지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식 (1)과 같은 에지 비를 도입한다. 

 
1

  3
=

수평에지의 길이

수직에지의 길이
 (1)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640 x 480 픽셀의 영상에서, 보

행자의 영역을 추정하기 위해 수직 및 수평 에지에 대한 임

계값(threshold)을 적용하였다. 이 값은 여러 번의 실험을 통

하여 구한 값으로 수직 에지는 15 픽셀 에서 45 픽셀 사이, 

수평 에지는 5 픽셀에서 15 픽셀 사이의 값으로 정하였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에지 정보들은 보행자를 위한 후보영역

 

 

그림 4. 수평 에지 보정 후의 영상. 

Fig.  4. Image result after repairing horizontal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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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제거된다. 보행자의 발 영역에는 다수

의 수평 에지들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발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Truong과 Lee [23]

가 제안한 수평 에지 보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해

당 영역의 작은 여러 개의 수평 에지들을 긴 하나의 수평 에

지로 변환하게 해 준다. 그림 4는 이 방법을 적용한 후의 에

지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의 예에서 영상 내의 수평 

에지의 수가 491개에서 112개로 감소하였다. 

2. 배경영역에 위치한 수평 에지의 제거 

수평 에지들을 보정한 후에도 보행자의 영역 외부, 즉 도

로나 주변의 바닥 등에 수평 에지들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영역 내부의 옷의 색상과 보행자 주변의 

바탕색은 색상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색상차이법’을 이용

하여 쓸모없는 수평 에지들을 제거하고 보행자 영역으로 추

정되는 경우의 수평 에지들만 남기게 한다. 먼저, 영상의 밑

부분에 위치하는 도로영역의 평균 색상값을 구한다. 그런 다

음 보행자의 발 부근의 수평 에지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1)  각 수평 에지의 위와 아래 영역에서 평균 색상값을 계산

한다.  

(2)  HSI색상값이 색상차이를 구별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므로 

계산된 RGB 색상값을 HIS 색상값으로 변환한다. 

(3)  에지 위와 아래 영역의 색상평균값이 같으면 도로나 땅

과 같은 배경 영역에 있는 에지 이므로 삭제하고, 색상평

균값이 차이가 나는 에지들은 남겨둔다. 

 

위 규칙을 적용한 영상의 예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3. 보행자 탐색을 위한 ROI(Region of Interest)영역 정의 

보행자의 영역은 가로와 세로의 비에 의해 규정할 수 있

다. 많은 보행자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세로-가로

비는 약 0.33의 값을 가진다고 밝혀져 있다[11]. 보행자의 발 

위치에서 영상의 위 끝까지의 거리를 y라고 놓고 보행자의 

발 위치에서 수평 길이 w=0.33y 를 구한다. 발 부근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관심영역(ROI: Region-of-Interest)의 폭은 w로 

하고 높이는 h=0.15y 로 정의한다. 이 ROI를 이용하여 대칭 

히스토그램(symmetry histogram)을 수행하고, ROI 내에 있는 

보행자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ROI 영역을 발부분과 다리의 

하부로 정하는 이유는 몸체의 상부에 비해 배경이 균질하고 

단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ROI 내부에 1명의 보행

자가 검색되지만, 2명의 보행자가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경우

는 한 ROI 내에 2명의 보행자가 검출될 수도 있다.  

4. 대칭 히스토그램법(symmetry histogram method)을 이용

한 보행자 위치 검출 

4.1 ROI 영역에서 대칭 히스토그램 값 계산 

대칭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Sobel 에지 검출법

을 수직방향으로 적용하여 에지 정보를 구한다. 그림 2의 경

우 가운데 영상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 다음 ROI 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 x에서 만든 수직선을 따라 대칭되는 픽셀의 개

수를 계산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대칭히스토그램

이라고 정의한다. ROI 내의 x방향으로 k번째 수직선에 대한 

대칭 히스토그램 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1 2

1 2

1 1

2 2

1 1 2 2

1 2

( , ) 255
1

( , ) 255

( , ),( , ) 0.2

0 ,

k k

x x x x

y y

I x y
If then S S

I x y

d I x y x y w

y y h

 − = −


=
 =

= +
=

 ≤

 ≤ ≤

 (2) 

위 식에서 정의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k

S  k번째 수직선에 대한 대칭 히스토그램 값 

, :w h  ROI 영역의 폭과 높이  

( )1 1 2 2
( , ),( , )d I x y x y : 두 에지 픽셀 

1 1
( , )I x y 와 

2 2
( , )I x y  사

이의 거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영상내의 물체에 대한 대칭성을 구

하기 위해 명암 히스토그램(intensity histogram)을 많이 사용하

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2가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영상 픽셀들의 명암값은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

감하다. 조명의 변화에 의해 명암값은 쉽게 변하게 되며, 명

암에 의존하는 대칭성 파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물체

에 그림자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대칭성 판별에 크다

란 오차를 주게 된다. 둘째, 영상에 의존하여 보행자를 탐색

하는 경우 도로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 명암에 의한 대칭성 

판별을 할 경우 도로는 매우 높은 대칭성 값을 나타내므로 

보행자 라는 물체의 대칭성을 구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칭 히스토그램 방법은 위에 언급한 문

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 조명이나 날씨의 변화에 매우 강

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칭 히스토그램을 작성한 후 최

 

 
(a) (b) 

그림 5. (a) 색상차이법 적용전 에지 (b) 적용후의 에지. 

Fig.  5. Edge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applying different color 
method: before (a) and after (b). 

 

 

(a) (b) 

그림 6. (a) 선정된 ROI와 (b) 대칭 히스토그램 계산 결과. 

Fig.  6. Regions of interest (ROI) used for symmetry searching (a) 
and result of symmetry histogra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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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값을 갖는 위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1) HCA (Hill Climbing Algorithm)를 이용하여 대칭 히스토그램

의 지역 최댓값(local maximum)를 구한다. 

2) 지역최댓값 중에서 가장 큰 값(MaxVal)을 구한다. 

3) 0.2*MaxVal 값보다 적은 지역최솟값은 무시한다. 

 

그림 6은 주어진 ROI 들에 대한 영상 히스토그램을 적용

한 그림이다. 6(a)는 보행자의 발 영역에 2개의 ROI가 생성되

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6(b)는 해당 ROI에 대칭 히스토그

램 방법을 적용하여 대칭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의 지역

최댓값을 표시하고 있다. 

4.2 ROI 내에 위치하는 보행자의 수 계산  

위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 ROI 내부에 1명의 보

행자가 검색되지만, 2명의 보행자가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경

우는 한 ROI 내에 2명의 보행자가 검출될 수도 있다. 본 연

구에서는 1개의 ROI 내의 보행자의 수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대칭 히스토그램으로 구한 지역최댓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1) 지역최댓값이 1개 존재하면 보행자는 1명이다.  

1.2) 지역최댓값이 3개 존재하면 보행자는 2명이다. 

1.3) 지역최댓값이 2개 존재하면 보행자는 1명 혹은 2명이

다. 이 경우 다음 단계 2로 진행한다. 

2) 두 지역최댓값 사이의 거리를 d 라고 할 때 

2.1) 만약 
1

3
d w≤ 이면 보행자는 한 명이다.  

2.2) 그렇지 않으면 단계 3으로 진행한다. 

3) ROI내에 보행자가 1명 혹은 두 명인 경우이며 다음과 같

은 과정을 수행한다. 

3.1) 현재 ROI 위치 위에 크기가 같은 부가적인 ROI를 생

성한다 

3.2) 새로 생성된 ROI 내의 대칭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여 

지역최댓값들을 구한다. 

3.3) 지역최댓값이 1개이면 보행자는 1명이다. 그렇지 않으

면 보행자는 2명이다. 

 

그림 7은 위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3 보행자 추정 영역의 생성  

대칭 히스토그램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ROI 내에 

몇 명의 보행자가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보

행자로 추정되는 지역의 경계선을 정하는 알고리즘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하였다. 

 

1) 보행자 후보지역에 대한 좌/우 경계선을 결정한다.  

1.1) 대칭 히스토그램 적용 후 지역최댓값이 1개 이면, 즉 

ROI 내에 보행자가 1명인 경우 보행자에 대한 대칭축은 지

역최댓값이 있는 위치(Pos)로 정한다. 그런 다음 보행자의 좌

/우 경계선은 식 (3)과 같이 정한다.  

 
0.35*

0.35* ,

LeftBorder Pos w

RightBorder Pos w

= −

= +

 w = ROI의 폭 (3) 

1.2) ROI내에 지역최댓값이 2개이고 두 값 사이 거리가 

1

3
d w≤ 인 경우 (즉, 보행자가 1명인 경우):  

1.2.1) 2개의 지역최댓값이 크기 차이가 많은 경우 식 (3)을 

이용한다. 이 때 Pos값은 지역최댓값이 큰 위치로 한다. 

1.2.2) 2개의 지역최댓값이 크기가 비슷하고 두 위치 사이

의 거리가 0.2w 이내인 경우 Pos는 식 (4)와 같이 계산한다.  

 
2

Left RightP P
Pos

+

=  (4) 

여기서 PLeft와 PRight은 좌/우 지역최댓값의 위치를 말한다.  

식 (4)를 이용해서 Pos를 구한 뒤 식 (3)을 이용하여 좌/우 

경계선을 구한다.  

1.3) ROI 내에 지역최댓값이 2개이고 두 값 사이 거리

1

3
d w> 가 인 경우:  

1.3.1) 보행자가 1명인 경우,  

PLeft와 PRight의 거리가 0.5w보다 적은 경우, 식 (5)를 이용해

서 좌/우 경계선을 구한다.  

 

그림 7. 대칭 히스토그램 알고리즘 적용한 후의 결과영상. 1

번 행: One peak으로 1명, 2번 행: two near peaks으로 1

명, 3번 행: two far peaks으로 1명, 4번 행: two far peaks 

으로 2명, 5번 행: Three peaks으로 2명. 

Fig.  7. Result images after applying symmetry histo-gram 
algorithm. First row: One peak and one person, Second row: 
two near peaks and one person, Third row: two far peaks and 
one person, Fourth row: two far peaks and two persons, Fifth 
row: Three peaks and two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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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0.25* ,

Left

Right

LeftBorder P w

RightBorder P w

= −

= +

 w  = ROI의 폭 (5) 

그 외 경우는 식 (6)을 이용해서 좌/우 경계선을 구한다. 

 
0.1*

0.1* ,

Left

Right

LeftBorder P w

RightBorder P w

= −

= +

 w = ROI의 폭 (6) 

1.3.2) 보행자가 2명인 경우, 

1.3.2.1) 왼쪽 영역,  

 
0.4*

,

LeftBorder Pos w

RightBorder Pos

= −

=

 w = ROI의 폭 (7) 

1.3.2.2) 오른쪽 영역, 

 
0.4* ,

LeftBorder Pos

RightBorder Pos w

=

= +

 w = ROI의 폭 (8) 

1.4) ROI내에 지역최댓값이 3개인 경우(보행자가 2명): 

1.4.1) 왼쪽 영역,  

 1

2

0.4*

0.1* ,

LeftBorder P w

RightBorder P w

= −

= +

 w = ROI의 폭 (9) 

1.4.2) 오른쪽 영역,  

 2

3

0.1*

0.4* ,

LeftBorder P w

RightBorder P w

= −

= +

 w = ROI의 폭 (10) 

여기서 P1, P2그리고 P3는 3개의 지역최댓값 위치를 말한다.  

2) 보행자 후보지역에 대한 상부 경계선을 결정한다. 

보행자 후보지역에 대한 상부 경계선은 보행자의 발이 위

치하는 하부위치와 위에서 구한 좌/우 경계선을 이용하여 구

한다. 보행자 후보지역에 대한 폭은 식 (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Width RightBorder LeftBorder= −  (11) 

그리고 상부 경계선은 식 (12)로 구할 수 있다. 

 ( )*TopBorder BottomBorder Width Ratio= −  (12) 

여기서 Ratio는 1.3절에서 정의된 보행자 영역의 폭-높이 비

를 말한다. 이 비는 [0.28, 0.5]Ratio =  사이의 값으로 설정

되며, BottomBorder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위 보행

자 추정 영역 생성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상 결과들을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III. 보행자 영역 확정 단계 

2종류의 패턴을 분류하는 방법(two-class pattern classification 

problem )에서 목표영역을 확정하는 단계는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보행자 후보영역 중에서 최종적으로 보

행자 영역과 보행자가 아닌 영역으로 구분을 확정하는 것이

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대부분의 패턴분류 시스템들은 감독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먼저, 몇 

개의 패턴 특징을 발췌하고, 다음에 이 패턴의 차이점을 학

습시켜 다른 부류(class)와 구분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

법에서 분류성능은 패턴의 특징과 패턴을 분류하는 분류기

(classifier)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특히 SVM (Support Vector 

Machine)분류기의 분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1)  분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특징패턴 수 

(feature set)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

로 특징패턴수가 많아질수록 분류속도는 매우 둔화되기 

때문이다.  

(2)  분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SVM분류기의 변수들을 어

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행된 패턴분류에서는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분류기 파라메터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

의 분류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특징패턴(feature 

set)이 달라지면 분류기 파라메터의 최적값도 변화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Haar-like 특징을 이용하여 보행자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의사결정 가지 (decision tree) 학습을 사용하

여 이미 형성된 특징 수를 먼저 적정한 수준까지 줄이고, 그 

후에 수정된 유전자알고리즘 (modified genetic algorithm) [22]을 

이용하여 SVM 학습 파마메터를 최적화하여 보행자 추출을 

 

 

그림 8. 보행자 추정 영역 생성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상결과. 

1번 행: One peak으로 1명, 2번 행: two near peaks으로 1

명, 3번 행: two far peaks으로 1명, 4번 행: two far peaks

으로 2명, 5번 행: Three peaks으로 2명. 

Fig.  8. Result images after applying the algorithm of pedestrian 
candidate regions. First row: One peak and one person, 
Second row: two near peaks and one person, Third row: two 
far peaks and one person, Fourth row: two far peaks and two 
persons, Fifth row: Three peaks and two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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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징 수를 더욱 줄임과 동시에 분류성능을 높이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1. Haar-Like 특징 

참고문헌[24,25]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 Haar-like 

특징은 탐색창에 대한 상대좌표 및 특징의 크기 등에 의해 

표현할 수 있으며, Haar-like 특징을 구성하는 특징 요소들은 

그림 9와 같다. 각각의 특징은 흑색과 백색의 사각형의 결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도 정도 기울어진 확장요소들도 포

함할 수 있다. Haar-like 특징 값은 두 성분의 가중치 값의 합

으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분류기에 입력되는 특징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실시간(real-time) 적

용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Viola 등[24]은 픽셀의 합산 계산시

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SAT (Summed Area Table) 방법

을 제안하였다. SAT는 식 (13)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i x j y

SAT x y I i j
< <

= ∑  (13) 

사각형영역 
0 0 0 0

{( , ), , }r x y x x x w y y y h= ≤ < + ≤ < + 에

서의 픽셀의 합은 SAT를 이용하여 식 (1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사각형 영역이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는 

Lienhart등[25]이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0 0 0 0

0 0 0 0

( ) ( , ) ( , )

( , ) ( , )

S r SAT x w y h SAT x w y

SAT x y h SAT x y

= + + − +

− + +

 (14) 

2. 의사결정 가지(decision tree) 학습  

의사결정 가지는 일종의 이진 가지(binary tree)로서 각 노드

(node)는 2개의 자녀 노드를 가진다. 의사결정 가지는 분류나 

혹은 회귀(regression)에도 사용될 수 있다. 가지는 시작마디

(root node)에서 시작하여 재귀적으로 생성이 된다. 모든 학습 

데이터(특징 벡터와 응답)는 각 마디를 분화하는데 사용된다. 

각 마디에서 최소자승법 등의 방식으로 최적결정규칙(optimal 

decision rule)이 정해진다. 가지들이 생성될 때, 상호검증과정

(cross-validation)을 이용해서 모델의 over-fitting을 초래하는 일

부 가지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가

지를 학습하기 위하여 Open CV에서 제공되는 툴을 사용하였

다[26].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보행자 탐색시스템은 특징요소의 

개수가 너무 많으므로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특성의 분류능력을 평가하여 단순

특징집합(coarse feature set)을 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Ada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정 가지(decision tree) 학습을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 가지 학습이 Adaboost 알고리

즘보다 간단하여 학습시간이 빠르며, 또한 메모리 사용도 적

어서 대형의 데이터 요소를 학습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3. SVM (Support Vector Machine) 학습 

SVM [27]은 two-class 분류기로 사용된다. 선형 또는 비선

형 영역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Two-class 의 한 집단에 속하는 

점들에 대해 SVM은 two-class 사이의 경계선의 거리를 최대

화 할 수 있는 초 평면(hyper-plane)을 찾아낸다. 두 개의 클래

스에서 다음과 같이 l 개의 점을 고려하면  

1 1 2 2
( , ), ( , ), ,( , ), , { 1, 1}N

l l i i
x y x y x y x R y∈ ∈ − +�  (15)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초 평면 식은 다음과 같다.  

 
1

( ) ( , )
l

i i i

i

f x y a k x x b
=

= +∑  (16) 

여기서 ( , )
i

k x x 는 커널 함수(kerner function)이고, ( )f x 는 x

의 소속 값을 나타낸다. 최적의 초 평면을 구하는 문제는 식 

(16)에서 0이 아닌 모든 상수 ai를 찾는 것이다. ai에 대응하는 

데이터 포인트 xi가 최적 초 평면의 서포트 벡터(support 

vector)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Gaussian 커널 함

수를 사용하였다.  

 
2

( , ) exp( ), 0
i j i j

K x x C x xγ γ= − − >  (17) 

식 (17)을 SVM 분류기에 적용하는 경우 커널 함수 파라메

터인 γ와 C의 값의 선정이 분류기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

게 되지만, γ와 C의 값은 미리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수정된 유전자 알고리즘(GA: Genetic Algorithm)을 적

용하여 SVM 학습 파라메터를 최적화하였다. 

4. 수정된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유전자 알고리즘은 자연도태의 메커니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어진 함수에 대한 최적화 방법으로 많이 활용

하고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선택(selection), 교배(crossover) 

및 변이(mutation) 과정을 겪는다.  

 

i) Coding and encoding individual(각 개체의 형성) 

본 연구의 경우, 각 개체는 특징부분집합(feature subset)과 

각 개체내의 파라메터로 형성되어 있다.  

1 2 3

0 1 0 0 .. 1 1 0 1 1 0  0 1 1 0 0 0 1 1 1 0 1 0 1 1 0 1

P P P

�
������� ������� �������

 

각 개체는 3개의 부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에 위치

한 P1 벡터는 298비트로 Haar-like 특징부분집합을 나타내며 

의사결정 가지 학습과정에 사용된다. P1벡터내의 숫자 1은 대

응되는 위치에서의 특징이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P2는 9 비

트로서 γ를 나타내며, P3는 12 비트로서 SVM 학습모델의 커

널 식에 있는 C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γ와 C는 다음 식으

로 표현된다: γ = 0.01*P2, C = 0.01*P3. 여기서 P2와 P3는 두 2

진 코드에 상응하는 숫자이다. 따라서, γ와 C의 범위는 γ = 

[0.01, 5.12]과 C = [0.01, 40.96]로 제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Haar-like 특징추출을 위한 단위특징. 

Fig.  9. Basic features for Haar-Like featur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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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합도 평가(Fitness evaluation) 

특징 부분집합의 추출, SVM 학습모델에 대한 최적 파라메

터를 찾는 목적은 좀더 적은 특징을 이용하여 분류성능을 향

상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2]에서 사용한 적합도함수

(fitness function)를 사용하였다. 분류성능을 위해 3종류의 평가

항목을 사용하였다. 오차율 Err( f (x))는 정상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확률로 정의된 값이며, 정밀도 Rec( f (x))는 f (x)=1을 갖

는 샘플이 올바르게 분류되는 확률로 정의된다. 여기서, f (x)

는 식 (12)에서 정의되는 의사결정함수(decision function)이다. 

SVM 분류기의 평가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1 * 1 ( ) *Re ( )G f x Err f x c f xλ λ= − − +  (18) 

여기서 λ ∈ [0.1, 0.5] 범위로 Err( f (x))와 Rec( f (x)) 사이의 

trade-off으로 결정이 되는데, 본 논문의 경우 λ =0.3의 값을 

사용하였다.  
 

iii) GA 연산자(GA operators)  

선택연산자는 룰렛 휠(Roulette wheel) 방법을 사용하

Re ( ( ))c f x 였고, 교배와 변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점 교배/변이 방법(one point cross-over and mutation operators) 

을 사용하였다.  
 

iv) GA 프로세스(GA processing) 

본 연구의 경우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이 매우 많으므로 좋

은 분류성능을 얻기가 어렵고, 학습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A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정된 GA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2진 코딩방법으로 M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개체들을 난수

적으로 생성한다.  

2) 각 개체들에 대한 적합도(fitness)를 계산한다. 

3) GA 연산자를 이용하여 다음 세대의 개체들을 아래와 같

이 생성한다.  

3.1) 이전 세대의 개체들로부터 N개의 염색체를 추출하도

록 선택연산자(selection operator)를 적용한다. 

3.2) 추출된 염색체의 처음 N/4 개를 현재세대의 개체에 복

제한다. 

3.3) 현재세대의 개체의 마지막 N/4 개를 제거한다.  

3.4) 현재세대의 개체에서 난수적으로 N/4 개의 염색체를 

새로 생성한다.  

3.5) 변이 확율(mutation probability)에 의거하여 변이연산자

를 적용한다. 

3.6) 현재세대의 각 개체들을 적합도 값의 순서로 나열하

고 새 개체들을 다음세대로 편입시킨다. 

4) 세대값을Gen=Gen+1 로 증가시킨다. 적합도 값이 포화되

면 종료하고, 아니면 2번으로 이동한다. 
 

위 수정된 GA 알고리즘에서 단계 3.2와 3.3은 다음 세대의 

적합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단계 3.4는 다음세대의 다양성

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최솟값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

움을 준다. 실험적인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

정된 GA 알고리즘이 기존방식의 GA보다 우수한 학습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IV. 실험결과 

1. 데이터 세트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로 6000개의 보행자 이미지

와 6000개의 비보행자(non-pedestrian)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 이미지들의 일부 부분은 NICTA 보행자 데이터 셋[28]에

서 수집하였고, 나머지는 별도로 수집한 자료들이다. Open 

CV 함수 툴을 사용하여 모든 이미지를 16*40 픽셀의 JPG 포

맷으로 변환하였다.  

1.1 분류기 시스템의 성능비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된 GA-SVM 분류시스템과 기존

의 GA-SVM 분류시스템 간의 분류성능을 표 1에 비교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된 GA-SVM 알고리즘이 보다 

적은 145개의 특징을 이용하면서도 높은 검출율(98.5%)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수정된 GA-SVM 알고리즘은 2가지 측면

에서 장점을 가진다: 1) 잡음을 내포하는 특징들을 배제함으

로써 분류기의 검출능력이 향상시킨다. 2) 특징 셋의 수를 줄

임으로 해서 분류 속도를 증대한다.  

수정된 G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한 SVM 분류기 커널 

식의 최적 파라메터값 γ와 C는 표 2와 같이 구해졌다.  

2. 보행자 탐색 실험  

시물레이션 프로그램은 Visual C++을 기반으로 코딩하였으

며, Open CV 컴퓨터 비전 툴과 LIBSVM Version 2.88[29]를 사

 

표   1. 제안한 수정된 GA-SVM 분류시스템과 기존의 GA-

SVM 분류시스템 간의 분류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GA-SVM 
classifier and traditional GA-SVM classifier. 

Method 
Number of 

feature 
Error 
rate 

Recall 
rate 

Precision
rate 

Traditional
GA-SVM

153 0.02933 0.975902 0.965167

Modified
GA-SVM

145 0.008167 0.998648 0.98500 

 

표   2. 수정된 G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한 SVM 분류기

의 최적 파라메터값. 

Table 2. Optimal parameters of SVM solved from modified GA 
algorithm. 

No. of feature Fitness of modified GA training C γ 
145 0.922550 2.68 1.27

 

실험1: 다양한 각도로 서있는 보행자 검출 

그림 10. 다양한 각도로 서있는 보행자 검출실험결과: 위) 보

행자 후보지역 생성, 아래) 보행자후보지역 확정. 

Fig.  10. Result of pedestrian detection test with difference views of 
pedestrian - HG stage (first row of images) and HV stage 
(second row of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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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행자 검출시스템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보행자를 성공적

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위의 실험과 같이 보였다.  

실험 1~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한 보행자검출 알

고리즘이 HG 단계와 HV 단계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굴인식을 이용해서 보행자를 인식하는 

경우 보행자가 뒤돌아 서 있으면 검출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경우는 보행자의 전면, 측면, 후면의 자세까지 검출이 가능하

고, 보행자가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나 두 사

람이 매우 붙어 있는 경우도 정확하게 검출하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GA (Genetic Algorithm)에 기반한 

SVM 특징 부분요소선택(features subset selection) 및 분류법을 

사용한 보행자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

을 구현하기 위하여 Visual C++, Open CV 컴퓨터비전 툴

computer-vision tool, 그리고 LibSV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모습, 다양한 

위치에 서 있는 보행자들을 성공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상의 수평 및 수직 에지와 보행자와 배경간의 색

상차이를 적용하여 배경화면과 보행자 영역을 추정하였고 

추정지역 내의 보행자의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

인 대칭 히스토그램을 제안하였다. 대칭 히스토그램을 이용

한 보행자 영역을 추출은 영상잡음이나 음영 등에 매우 안정

적이다. 그리고 보행자의 자세와 위치 등이 다양해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차

량에서 보행자까지의 거리정보가 없더라도 보행자 추출이 

가능하며 카메라를 보정할 필요도 없다.  

둘째, Haar-like 특징 세트, 의사결정 가지 학습 및 수정된 

GA에 기반을 둔 SVM 분류기의 최적 파라메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분류성능을 높였다. 이 방법은 영상의 

특징분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나 데이터의 학습을 필요

로 하는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 가지 학습

을 이용하여 굉장히 많은 특징세트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세트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학습에 소요되는 계산시간

과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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