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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 검출은 정지된 영상 혹은 동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움직임이나 자세를 추정하고, 사람이 찾아질 경우 영
상 내 사람의 좌표, 동작 인식, 보안관련 인증 등을 알아내는 기술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람 검출은 다른 객체의 검
출이나 사람과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동작 인식 등의 기초 기술로서 해당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
한 변수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영상 내의 사람은 움직임, 자세, 크기, 빛의 방향 및 밝기, 다른 객체와의 중복 등의 
환경적 변화로 인해 사람 모양이 다양해지므로 정확하고 빠른 검출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셔의 선형 판
별 분석을 이용하여 몇 가지 환경적 조건을 극복한 정확하고 빠른 사람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사람 
움직임 및 자세와 배경에 무관하게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계층적인 방법으로 
사람 검출을 수행하며, 휴리스틱한 방법, 피셔의 판별 분석을 이용하여 사람 검출을 수행하고, 검색 영역의 축소와 
선형 결정의 계산 시간의 단축으로 검출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하였다. 추출된 사람 영상에서 사람의 자세를 추정하고 
사람의 영역을 검출함으로써 사람 정보의 사용에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 사람 검출, 특징 추출, 벡터화 방식, 선형 판별 분석,객체 검출

Abstract Many reported methods assume that the people in an image or an image sequence have been 
identified and localization. People detection is one of very important variable to affect for the system's 
performance as the basis technology about the detection of other objects and interacting with people and 
computers, motion recognition.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fficient linear discriminant for multi-view people 
detection. Our approaches are based on linear discriminant. We define training data with fisher Linear 
discriminant to efficient learning method. People detection is considerably difficult because it will be influenced 
by poses of people and changes in illumination. This idea can solve the multi-view scale and people detection 
problem quickly and efficiently, which fits for detecting people automatically. In this paper, we extract people 
using fisher linear discriminant that is hierarchical models invariant pose and background. We estimation the 
pose in detected peop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people and non-people using fisher linear 
discri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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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체 인식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사람인식 시스

템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에도 심이 증 되고 있다. 사

람 인식을 한 처리 과정으로써 사람 검출과정이 필

요하며 이 결과가 사람 인식에도 요한 향을 미친다. 

사람 정보의 인식과 분석은 이러한 인공시각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오랫동안 진행

되어 온 분야 에 하나다. 사람 정보의 사용은 사람과 컴

퓨터간의 인터페이스(Human - Computer Interaction)를 

획기 으로 개선시켜  수 있으며, 높은 수 의 보안 

시스템에도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게 사람 정보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가

장 근본 으로 해결 되어야할 문제는 주어진 상에서 

사람 역의 치를 정확히 추정하고, 나아가 팔, 다리, 

머리와 같은 사람 구성 정보의 치와 포즈 등의 추가

인 정보들을 정확히 추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 부분

의 사람 정보를 이용한 시스템들은 온라인에서 동작 하

거나 수 내의 처리 결과를 요구하는 것들이 부분이

므로 이러한 작업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람 정보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요한 요인이 되므로, 정확하고 빠른 사람 검출  사람 

구성 정보의 추출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하며 필수

이다. 분류기로서 선형/피셔 별해석(Linear/Fisher 

Discriminant Analysis)[1]를 사용하는 사람 검출 시스

템들 한 매우 성공 이었다[2, 3, 4].

실시간 시스템에서의 활용을 하여 검색 시간을 단

축시킬 수 있도록 검색방법을 제안하며, 제한된 역 내

에서의 빠른 인식률을 한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객

체 추  기술에 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객

체 추  알고리즘  시스템에 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기존의 객체 검출 및 추적 기술

큰 사람 데이터집합이지만 클래스 당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은 훈련 사람 이미지들 상에서 사람 인식을 수행

할 때 일반화/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부분 

공간 LDA에 기 하여 holistic 사람인식 방법이 제안되

었다[5, 6]. 기존에 연구되었던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  사람 이미지는 주 

성분 해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해

서 사람 부분공간으로 사 되는데 여기에서 부분 공간 

크기가 주의 깊게 선택되며, 그리고 부분공간에서 선형 

분류기를 생성하기 해서 PCA 공간으로 투 된 벡터

들을 LDA로 투 한다. 이러한 방법과 피셔 공간으로의 

직 인 투  방법 등을 비교하 으며, 오 라인과 실

시간에서의 사람 검출 성능을 비교하 다. 사람 검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공조명을 넣은 사람 데이터와 포

즈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분류하여 피셔 공간

으로 투 함으로써 별하도록 한다. 실시간  복잡한 

배경에서의 사람 검출 성능을 높이기 하여 Haar 

Wavelet[7, 8]으로의 검증,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사람의 

후보 역 검출 등 계층 으로 수행한다. 

2.2 기존 연구의 문제점

기존의 객체 검출 연구에서는 부분 이미 획득한 비

디오 스트리  혹은 고정된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비디

오 스트리  상에 존재하는 객체의 움직임을 추 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객체가 이동하고 카메

라도 이동하는 경우에는 용할 수 없는 부분 인 문제

이 있었다. 그러므로 객체가 이동함에 따라 카메라의 

방향도 이동하는 환경에 응용할 수 있도록 이동 객체의 

움직임을 검출하고, 이동 객체를 따라 카메라의 방향을 

이동함으로써 지속 으로 객체의 움직임을 추  감시할 

필요가 있다.

3.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는 선형 별 분석을 이용하여 사람 검출

을 수행한다. 가보 웨이블릿을 이용하여 사람 인식을 

한 각 개인의 특징 벡터를 구성하며, 선형 별 분석을 

이용하여 사람 자료를 분류할 때 정확한 피셔 별식  

사람 검출에 유용한 피셔 별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사

람의 스 일에 따른 신뢰성 있는 인식 성능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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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에 따른 인식 성능을 분석하여 사람 인식 성능에 

맞도록 하여 실험하 다. 사람 검출 실험은 사람 데이터

들의 특징을 분석함에 따라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 

거리공식  유클리디언(Euclidian) 거리공식을 사용하

여 검출하며, 검출된 상의 사람 여부를 정하고, 성

공률을 측정 하 다[9]. 

피셔의 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 검출에 한 

연구들이 되어오고 있으며 사람 검출을 하기 하여 학

습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0x20 크기의 사람 

상과 사람 상이 아닌 비사람 상을 20x20 크기로 

생성하여 학습을 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비사람 상

은 계층 이고 반복 인 학습을 통해 사람과 유사한 비

사람(People-like nonPeople) 그룹을 설계함으로써 사람 

검출의 성능을 높인다. 오 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실시

간 시스템에서의 사람 검출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3.1 사람 검출을 위한 전처리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상 개선 알고리즘으로 알

려진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를 

처리 과정으로 수행 하 고, 이 게 추출된 상을 1차

원 벡터로 변형하 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상의 히스토그램이 균일하게 

되도록 명암값의 재분배를 통해 농도를 조 하는 것이다

[10].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다음과 같이 상을 처리한다. 

[그림 1]은 상의 어두운 조명에서의 데이터를 히스토

그램 평활화를 통해 상을 개선한 것이다.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은 상 체에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검출을 한 도우내에서 수행함으로써 320×240 

상 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 이다.

[Fig. 1] Changes in lighting for image

상은 x와 y의 좌표를 갖는 2차원 데이터이다. 따라

서 이를 분류기의 입력 벡터 사용하기 해서는 1차원 벡

터 형태로 바꾸어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 상의 칭  특성을 강조하기 

해 상을 단  셀(Cell)로 나 어 4개의 셀, 9개의 셀, 

16개, 25개의 셀에 의해 생성되어진 평균값에 의해 벡터

화 되었다. 그리고 FAR 감소를 한 비사람 추출을 하

여 Haar 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표 함으로써 

이웃하는 픽셀들과의 상 인 차이값을 고려하여 본 논

문에서 사용하는 벡터화방식과 피셔 별 분석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3.2 학습 및 데이터의 수집

검출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요한 것은 학습 데이터

의 구성이다. 학습 데이터의 구성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

이 좌우되며, 최종 결과물 한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사람의 학습 데이터와 사람이 아닌 상의 학습

데이터는 [그림 2]와 같다.

(a) People data 

(b) Non-people data

[Fig. 2] The raw data for the training

학습 데이터는 사람 상의 경우, 사람이 포함된 다양

한 상에서 사람 역만을 수작업으로 분리 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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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로 재조정하 다. 한, 포즈 검출을 고려하여 다

양한 포즈를 사람 데이터 상으로 선정하 다. 사람 

역이 완 히 포함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들은 피셔의 

별 분석을 이용하여 검출된 결과들을 사용한다.

완 한 사람 역만을 심으로 피셔 별분석에 의

해 사람 역을 검색하면, 사람을 포함하는 큰 역과 

근처의 역까지 모두 사람 역으로 정한다. 본 논

문에서는 4번의 반복 인 학습을 cascading 방법으로 

수행하 다. 학습 시 요한  하나의 요소는 학습 데

이터의 수이며, 이는 검출의 성공률과 한 계가 

있다. 학습 데이터의 수가 많을수록 검출 오차가 어

지며, 잘못 추출되는 오 검출의 경우도 어든다. 본 논

문에서는 총 600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 다. 각 포

즈별과 비사람 클래스를 각각 2개씩 구성하 으며, 각 

클래스당 학습 자료의 수는 100개씩으로 하여 수행하

다. 피셔의 별 분석 기법에서는 클래스당 학습데이터

의 수가 무 많으면 오히려 다른 클래스로 투 될 가

능성이 있다.

사람  비사람을 검출하기 하여 사람 클래스로 인

식하는 경우의 데이터에 하여 경계값을 유클리디언 거

리 공식에서는 0.05로 설정하며, 마할라노비스 거리 공식

을 이용하여 인식을 할 경우에는 0.3으로 설정하여 사람 

역임을 인증하도록 하 다. 사람 클래스로 분류되는 

역에 해서 거리값으로 검증하 다.

3.3 선형 판별식을 이용한 사람 검출

별 분석식은 상을 분류하거나 상이 어느 클래

스에 속하는지 결정하게 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별 분

석에 사용하는 결정 방법을 포즈에 한 사람 데이터를 

분류하기 하여 피셔의 별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보

통 PCA는 데이터의 표 에 유용한 컴포 트를 찾는 것

이다. 샘 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PCA를 통해서 각 클래

스간의 분류를 하여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수 있다. 

PCA 가 데이터의 재표 을 해 효과 이라면 별 분

석(discriminant analysis)은 별을 한 효과 인 방향

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라인을 주 로 하여 움직

임으로써 투 된 샘 들이 잘 분리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 방향을 w 라고 하면 선형 변환은 수식 2에 의해

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xw ty = (1)

만약 1=w 이라면, 각 yi는 응하는 xi의 w 방향의 

라인으로 투 한다고 한다. w의 크기는 실제 의미가 없

다. 요한 것은 w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피셔의 

별 분석식을 이용하기 해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w

를 찾는 것이다[11]. 

이를 해 데이터를 클래스간의 분산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2)

식 (2)에서 c는 클래스의 수이며, μi 는 i번째 클래스의 

평균 벡터이다. 그리고 각 클래스 내부에서의 분산

(within class scatter matrix)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3)

따라서 가장 요한 방향으로의 w를 구하기 해 다

음의 식을 만족하는 w를 구한다.

( )
wSw
wSww

W
t

B
t

J =
(4)

이 J(w)를 최 화하는 w는 다음을 만족하게 된다.

wSwS WB λ= (5)

따라서 고유벡터를 구함으로써 w를 결정할 수 있으

며, w에 의해 선형 분리가 가능하다. 동일한 공분산을 

가지는 경우에는 FLD에 의해 데이터가 어떤 경계값을 

넘을 경우 w1을 선택하고, 그 외에는 w2를 선택하는 것

이다. 사람 검출을 하여 사람 데이터들을 포즈별로 2 단

계로 설계하 으며 비사람 데이터에 해서는 Boosting 

방법을 이용하여 구성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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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람 검출 흐름도

사람 검출을 한 체 시스템은 다음의 [그림 3]과 같

이 설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검출을 실시간

과 오 라인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이때 상의 어느 

치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사람이 있는지 측하기가 힘

들다. 따라서 사람이 있는 역을 측하기 하여 역 

 움직임 기반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에 기 한 사람 

검출 과정은 [그림 3]에서 나타내고 있다.

[Fig. 3] Flowchart of people detection

[그림 3]에서 상의 변화를 검출하여 객체들을 인식

한 후에 추 을 시작한다. 미리 정의한 동작에 한 외

형 모델과 비교하여 동작을 인식해 냄으로써 사람의 움

직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3.5 검출 단계

사람 상의 경우, 사람이 포함된 다양한 상에서 

사람 역만을 다음에 설명된 방법으로 정렬한 후 

20x20의 크기로 재조정하 다. 비 사람 상의 경우, 무

작 로 선택된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상에 해 임의

로 20×20의 상을 추출하 다.

실제의 검출에서는 외부의 환경을 단하는 센서가 

있어야 하지만, 실험에서는 가상으로 상에 해 상

의 상태를 단한 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합한 필터 

조합을 선택하게 하 다.

피셔 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류를 한 사람

역의 검색은 사람 크기변화에 한 응을 해 5단계

의 크기로 구성된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험에서 

사용된 이미지의 크기 조 은 원 상의 40%부터 70%

까지로 하여 사람의 최소크기가 20x20, 최 크기가 

110x110 임을 가정하 다.

[Fig. 4] The process of people detection

3.6 최종영역 판정

사람으로 정된 역은 5단계의 이미지 피라미드에 

의해 하나의 역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오게 된

다. 여기에서 최종 으로 사람 역을 별하게 되는데, 

다단계 이미지에서 사람에 해 각 단계마다 검출되는 

역이 복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최종 사람 역을 

단한다. 

[그림 5]는 검출을 한 테스트 상으로써 [그림 6]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 역에 해서는 검색된 

역이 2~ 3개 이상 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개의 네트

워크를 모두 통과한 최종 역들에 해 각 역마다 근

처에 다른 역이 있는지를 우선 검색한다. 제안하는 방

법에서 사용된 것은 역의 을 기 으로 상, 하, 좌, 

우 5 픽셀 이내에 다른 역이 있을 경우 인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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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다.

 

[Fig. 5] Original image

[Fig. 6] Duplicate check for adjacent regions

만약 인 역이 있을 경우 해당 역의 가 치를 1 

증가시키고 마찬가지로 다른 역에 해서도 같은 

방법을 용하여 가장 가 치가 높은 역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가 치가 같은 역이 2개 이상일 경우는 해

당 역이 조 이라도 복되는지를 검사하여 복되지 

않을 경우는 모두 결과로 선택하고, 복될 경우는 복

되는 역에 있는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큰 역을 결과

로 선택한다. 

앞에서 설명한 [그림 5]는 사람 검출을 한 테스트 

상이며 사람이 아닌 비사람 상이 검출된 역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벡터화 방식에 따라 사람과 유사한 것

으로 단되어 검출된 것이다. 이 상  두 개의 상

은 휴리스틱한 방법에 의해 제거되어졌으며 [그림 7]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검출된 상에서 거리

값으로 정렬하여 최종 인 사람 역을 별하거나 

에서 설명되었던 겹친 부분들을 통합함으로써 최종 사

람 역을 결정한다.

[Fig. 7] The results of people detection

4. 실험 결과

사람 검출을 하여 사용한 데이터는 FERET DB와 

연구실 자체 보유 데이터이다. 검출에 련된 실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 데이터 100개 에서 앞면과 뒷

면 사람 데이터 100개씩에 하여 학습 자료로 사용하

으며, 비사람 데이터도 400개의 이미지를 사용하

다. FLD의 특성 의 하나가 유클리디언 거리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학습시킨 데이터의 정확성에 

따라 결정 함수는 달라질 수 있다. 선형 분석에 있어서 

사 확률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식

은 다음의 식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

음과 같이 유사도 평가 함수를 유클리디언 거리 공식, 

코사인 거리공식, 마할라노비스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사람 검출에 효과 인 유사도 평가 함수

를 제시한다. 에러가 나타난 상  6개의 상에서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역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 이외의 상에서는 사람 역이 검출되며 팔과 다리 

 머리의 일부분만 검출된 것으로 사람 체가 포함되

지 않은 것에 해서는 제 로 검출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검출하 다. 유클리디언 거리값을 조  더 크게 

잡으면 이러한 상에 해서는 사람에 해서는 제

로 검출하게 된다. [표 1]은 학습 데이터 100개씩을 사

용하여 검 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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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D

(L2 Distance)

FLD

(Mahalanobis Distance) 

FERET DB  98.4% 97% 

Self-contained data 99% 98%

<Table 1> The results of people detection(100 
training data, each class)

사람으로 인식되는 비사람의 경우 사람과 유사한 비

사람(People-Like nonPeople)로 정의함으로써 분류기

를 계층 으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FAR을 감소하도록 

설계하 다.

실시간에서의 사람 검출 시간을 증가시키기 하여 

처음 들어오는 임에 해서는 체 으로 검색을 

해서 사람을 검출하고 그 다음 임부터는 일단 이동

할 반경에 해당하는 검출된 주  역들에 해서 검출

함으로써 움직임이 크지 않은 역에 해 검출함으로

써 검출 성능  검출 시간을 1/3 정도 감소시켰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사람 검출을 하여 사용한 경계값은 

경험에 의하여 생성된 값이다. 이러한 경험에 의한 결

과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Adaboosting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학습을 시킴으로써 신뢰성 있는 경계값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여러 상의 경우 상의 복잡도  해상도 한 다양

하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에서의 사람 검

출과 인식을 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사람 인식  추 에 한 연구는 국외에서도 계속

해서 연구가 되어오고 있으며, 생체인식 보안을 한 

시스템으로 발 되어 련 분야의 시장 창출에 기여하

고 있다. 비 식의 장 과 CCTV의 보 으로 인한 건

물 출입시의 보안 기술 등 다양한 응용에 용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으므로 앞으로 신뢰성 있는 인식과 실시

간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성 있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실시간에서 시

스템으로 용하기 하여 시간 단축  검색 알고리즘

에 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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