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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or Filter Bank를 이용한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

Pedestrian Detection Algorithm using a Gabor Filter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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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abor filter is a linear filter used for edge detectionas frequency and orientation representations of Gabor filter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human visual system. In this thesis, we propose a pedestrian detection algorithm using a Gabor filter 
bank. In order to extract the features of the pedestrian, we use various image processing algorithms and data structure 
algorithms. First, color image segmentation is performed to consider the information of the RGB color space. Second, histogram 
equalization is performed to enhance the brightness of the input images. Third, convolution is performed between a Gabor filter 
bank and the enhanced images. Fourth, statistical values are calculated by using the integral image (summed area table) method. 
The calculated statistical values are used for the feature matrix of the pedestrian area. To evaluate the proposed algorithm, the 
INRIA pedestrian database and SVM (Support Vector Machine) are used, and we compare the proposed algorithm and the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pedestrian detector, presentlyreferred to as the methodology of pedestrian detection algorithm.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more accurate compared to the HOG pedestrian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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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인사사고의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매년 40만 명 이상의 교통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 중 24%가 보행자이다[1]. 매년 

증가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

해,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체에서도 다양한 분

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는 수동적 안전 시스템에 관

한 연구와 능동적 안전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동적 안전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는 도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과 차량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도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은 도로에 수직, 수평 굴곡

을 삽입하거나 도로 폭을 줄이는 등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

이다[2,3]. 그리고 차량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보행자

의 피해 유형을 분석하여 차량의 보닛이나 범퍼에 충격 흡

수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4,5]. 수
동적 안전 시스템은 충돌사고 이후에 보행자 피해를 줄이

기 위한 차량 탑재 시스템이므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능동적 지능형 안전 시스템에 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능동적 안전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인 볼보사의 Vol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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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원하여 연구하였음.

S60은 차량에 레이더와 레이저 스캐너 등 다수의 센서를 

장착하여 보행자 및 물체를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알린다

[6]. 이외에도 전방향 카메라, 근접 적외선 센서, 스테레오 

카메라 등 각종 센서를 활용한 운전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센서 중 가장 직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센서는 이미지 센서이다. 최근 영상 

기반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카메라의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

상을 이용한 보행자 검출이 가능할 것이다.
단일 카메라를 활용한 패턴 인식 기반 보행자 검출의 대

표적인 연구에는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와 

Haar-like 웨이블릿(wavelet)을 이용한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

이 있다[7,8]. 특히 HOG는 현재까지도 보행자 검출의 방법

론으로 불리며, 보행자 검출 연구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기

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LRF (Local Receptive Fields), 
Edgelet 등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HOG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다[9,10]. 
Gabor filter는 주파수의 크기성분과 방향성분으로 구성된

다는 점에서 사람의 시각체계와 비슷하며, 영상에서의 에지

성분을 검출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또한 Gabor filter의 매개

변수를 가변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와 방향의 에지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인식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abor filter bank를 이용하여 통계학적인 

특징점을 추출하고, SVM (Support Vector Machine)에 학습

시켜 보행자를 검출한다. HOG 보행자 검출기에서 사용한 

INRIA 데이터베이스를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였으며, 검
출 결과를 HOG 보행자 검출기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에

서 HOG 보행자 검출기와의 성능 비교 결과와 실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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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행자 검출 순서도.
Fig. 1. Flow chart of the pedestrian detection.

그림 2. 영상 처리 과정.
Fig. 2. Steps of the image processing.

(a) Input image and histogram.

(b) Result image and histogram.

그림 3. 히스토그램 평활화.
Fig. 3. Histogram equalization.

영상에서의 검출 결과를 보이고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다.

II. 보행자 특징점 추출과 학습 알고리즘

보행자 검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학습 과정, 
영상 처리 과정, 분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학습 과정에서

는 먼저 보행자가 포함된 다수의 영상과 보행자가 포함되

지 않은 다수의 영상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징점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점은 분류기 중 하나인 

SVM의 입력이 되고, SVM은 추출된 특징점들을 보행자 클

래스와 비보행자 클래스로 분류하는 초평면(hyper-plane)을 

생성한다.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특징점을 분류하

고 학습하는 과정은 실제 시스템이 실행되기 이전에 선행

되고, 시스템이 실행되어 입력영상을 분류할 때는 생성된 

초평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처리(off-line process)
라고도 불린다. 영상 처리 과정에서는 영상의 획득, 색 공

간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 Gabor filter bank와의 컨볼루

션, 적분 영상 등의 특징점 추출을 위한 다양한 영상처리 

과정을 실행한다. 대략적인 영상 처리 과정을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분류 과정에서 입력 영상이나 테스트 데이터베이

스 영상은 학습 데이터베이스 영상과 같은 특징점 추출 과

정을 거치고, 추출된 특징점은 서포트 벡터머신에서 생성된 

초평면을 기준으로 보행자 또는 비보행자로 분류된다. 

1. 색 공간 분할

색 공간(color space)이란 색 표시계(color system)를 3차원

으로 표현한 공간의 개념이며, 색 표시계의 모든 색들은 이 

색 공간에서 3차원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영상에서 보행

자 영역은 다양한 색상의 분포를 가지는데 이것은 보행자

의 피부색이나 의상, 악세서리 등의 색상이 매우 다양한데

에서 기인한다. 보행자 영역에서의 에지성분은 색 공간에서

의 가중치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색 공간을 분할함

으로써 색 변화에 따른 에지성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을 RGB 세 가지 색 공간으로 분

류하였다. 
2. 히스토그램 평활화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영상에서 명암의 분포가 편중되어 

있을 때, 이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영상의 밝기 정보를 향

상시키는 디지털 영상처리의 기법 중 하나이다. 시간대나 

날씨, 태양의 위치 등에 따른 보행자 영역의 편중된 명암 

분포를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이용하여 개선할 수 있다. 그
림 3은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결과를 나타낸다. 색 공간 분

할과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보행자 영상에서의 특징점을 추

출하기 위한 영상의 전처리에 해당한다. 
3. Gabor filter

Gabor filter의 임펄스 응답은 정현파와 가우시안 함수의 

곱이다. 컨볼루션 정리(convolution theorem)에 의해서, Gabor 
filter의 임펄스 응답의 퓨리에 변환은 정현파의 퓨리에 변

환과 가우시안 함수의 퓨리에 변환의 컨볼루션이다. 식 (1)
과 식 (2)는 2차 복소 Gabor filter를 나타낸다.

  exp

′′ cos′  (1)

  exp

′′ sin′  (2)

′      ′     (3)

위 수식에서 는 삼각함수부의 파형 길이를, 는 Gabor 
filter의 방향성을, 는 위상 오프셋을, 는 가우시안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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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l part. (b) Imaginary part.

그림 4. 2차원 Gabor filter의 예.
Fig. 4. Example of a 2D Gabor filter.

(a) Real part.

(b) Imaginary part.

그림 5. 보행자 검출에 사용된 Gabor filter bank.
Fig. 5. Gabor filter bank for pedestrian detection.

(a) Real part.

(b) Imaginary part.

그림 6. 컨볼루션 결과 영상.
Fig. 6. Result images of convolution.

그림 7. 오버랩기반 분할 영상.
Fig. 7. Overlap-based image segmentation.

의 분산을, 는 Gabor filter의 원형도를 각각 나타낸다. 그
림 4는 Gabor filter의 한 예를 128×128 픽셀 크기의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Gabor filter의 매개변수 중에서 와 를 

가변하여 Gabor filter bank를 구성한다. 는 Gabor filter의 

커널(kernel)의 크기를 결정하는 크기성분(scale factor)이다. 
동일한 크기의 커널에서 를 가변하면서 크기에 따른 에지

성분을 검출할 수 있다. 는 Gabor filter의 방향을 결정하

는 방향성분(orientation factor)이며 이를 조절해서 방향에 

따른 에지 성분을 검출할 수 있다.
4. Gabor filter bank

Gabor filter bank는 Gabor filter의 매개변수에 따른 집합

체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Gabor filter의 여러 파라미터 

중에서 방향 성분과 크기 성분을 가변하여 36개의 Gabor 
filter로 구성된 Gabor filter bank를 생성한다. Gabor filter 
bank의 각 커널의 크기는 21×21이며, 총 6개의 방향 성분

(  = , , , , , )을 이용하여 

영상에서의 방향성에 따른 에지 성분을 검출하고, 3개의 크

기 성분 ( = 2, 3, 5)을 이용하여 크기에 따른 에지 성분

을 검출한다. 그림 4에서 본 논문에 사용한 Gabor filter 
bank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5에서 나

타낸 각각의 커널은 색 공간 분할과 히스토그램 평활화 과

정을 거친 영상과 컨볼루션(convolution)한다. 그림 6은 컨볼

루션 결과 영상을 나타낸다.

5. 영상의 분할

36개의 컨볼루션 결과 영상 각각을 9개의 오버랩 기반

(overlap-based) 서브 이미지(sub-images)로 분할한다. 본 논문

에서 보행자 검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학습용 데이터베이

스(training dataset)의 크기는 96×160 픽셀이다. 먼저 96×
160 픽셀 크기의 영상을 높이와 너비 각각에 대해 50%의 

크기를 가지는 4개의 작은 영상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4개
의 영상에서 오버랩 비율을 50%로 적용하여 다시 분할을 

하면 그림 6과 같이 총 9개의 48×80 픽셀 크기의 영상이 

생성된다.
9개의 분할된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은 96×160 픽셀 

크기의 단일 영상에서 추출되는 특징점에 비해 9배 많은 

특징점이 추출된다. 물론 오버랩 비율을 증가하여 더 많은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분할하는 영상의 개수와 

이로부터 추출되는 특징점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학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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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을 때, 9개의 분할 영상이 처

리속도와 분류성능을 고려한 측면에서 적절했다. 그림 7은 

컨볼루션 결과 영상 중 하나의 영상을 분할한 것이다.
6. 통계적 수치기반의 특징점 추출

특징점(feature)은 컴퓨터 비전의 패턴인식에서 그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영상에서의 특정 구조나 

지역적인 특성이 특징점으로 사용되는데, 에지(edge)나 코너

(corner), 혹은 검출하고자 하는 물체의 복잡한 구조 등을 

특징점의 예로 들 수 있다. 하나의 픽셀 또는 영상의 특정

영역에서 추출되는 특징점이 하나 이상일 때, 이것을 특징 

벡터(feature vector)라고 하고, 이 특징벡터들의 집합은 특징 

벡터 공간(feature vector space)을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 수치기반의 특징점을 특징 벡터로 사용한다. 통계적 

수치는 1~3차 모멘트를 의미하며, 이것은 평균(mean)과 분

산(variance), 비대칭도(skewness)이며, 각각은 식 (4) ~ 식 

(6)과 같다. 색 공간 분할과 filter bank와의 컨볼루션 영상

을 오버랩 기반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분할 영상에서 평균

과 분산, 비대칭도를 계산하여 특징벡터를 만든다. 본 논문

에서는 3개의 색 공간 ×  36개의 Gabor filter ×  9개의 분

할 영상 ×  평균, 분산, 비대칭도  총 2916차원의 특징벡

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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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식 (4) ~ (6)에서 는 영상에서 좌표의 픽셀

을, 와 는 각각 영상의 너비와 높이를 나타낸다.
7. 적분 영상(integral image)

영상의 분할과 분할된 각 영상에서의 평균, 분산, 비대칭

도를 계산하는 과정은 많은 연산량을 요구한다. 반복되는 

연산량을 줄이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분 

영상을 사용하였다. 적분 영상이란 사각형 형태의 분할 영

역에 포함된 값들의 합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자

료 구조 알고리즘이다. 그림 8(a)는 입력 영상을 표현한 것

이고 그림 8(b)는 적분 영상을 표현한 것이다. 식 (4) ~ 식 

(6)에서 ,  ,   픽셀 값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과 영상의 

분할과정을 그림 8(b)에서 네 개의 픽셀만으로 간단하게 처

리할 수 있다.
그림 8(a)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3×3 픽셀 영역의 총 합

을 계산하기 위해 그림 8(b)와 같이 적분 영상을 만든다. 
그 다음 적분 영상과 수식 (7)을 사용하여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의 픽셀 총 합을 계산한다. 분할 영역에 대한 합을 계

산하기 위해 미리 적분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적분 영상은 

summed area table 이라고도 불린다. 


 




 



    (7)

(a) (b)

그림 8. 적분 영상.
Fig. 8. Integral image.

분산과 비대칭도 또한  과  에 대한 적분 영상을 만들

고,   적분 영상과   적분 영상을 토대로 각각 계산할 수 

있다. 
8. SVM을 사용한 보행자 데이터베이스의 학습

SVM은 주어진 두 클래스의 벡터들을 구분하는 초평면

(hyper-plane) 중에서, 두 클래스의 벡터들 간의 거리가 최대

가 되는 최대 마진 초평면(maximum margin hyper-plane)을 

찾는 분류 알고리즘이다[9]. HOG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출한 특징점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출한 특징점을 동일한 선형 SVM(linear SVM)에 학습시켜 

그 성능을 비교한다.
9. INRIA 보행자 데이터베이스

INRIA 보행자 데이터베이스는 학습 데이터베이스와 테

스트 데이터베이스로 구분되며, 각각은 보행자 데이터베이

스와 비보행자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96
×160 픽셀 크기로 정규화 된 2171개의 보행자 학습 데이

터베이스와 831개의 비보행자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SVM을 

이용하여 학습시킨다. 그리고 1125개의 보행자 테스트 데이

터베이스와 730개의 비보행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그림 9와 그림 

10에서 학습 데이터베이스와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나타

내었다.

(a) Pedestrian training dataset.

(b) Non-pedestrian training dataset.

그림 9. INRIA 학습 데이터베이스의 예.
Fig. 9. Examples of the INRIA training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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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 과정의 평균 처리 시간.
Table 1. Average processing time for training.

HOG Proposed
Processing time 160 ms 120 ms

Frames per second 6.250 FPS 8.333 FPS

표 2. HOG를 사용한 보행자 검출 결과.
Table 2. Result of the pedestrian detection using HOG.

HOG Result
True False

Dataset
True TPR = 97.60%

(1098 / 1125)
FNR = 2.40%

(27 / 1125)

False FPR = 8.63%
(63 / 730)

TNR = 91.37%
(667 / 730)

(a) Pedestrian test dataset.

(b) Non-pedestrian test dataset.

그림10. INRIA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의 예.
Fig. 10. Examples of the INRIA test dataset.

III. 실험 결과

1. 데이터베이스 기반 성능 검증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HOG기반 보행자 검출 알고리

즘은 현재까지도 보행자 검출을 위한 방법론으로 평가될 

만큼 그 성능이 뛰어나다. 더욱이 최근 국내외의 연구에서

도 그 성능을 인정받고 타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3,9,11]. 본 논문에서는 성능 검

증을 위해 HOG 기반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Gabor filter bank 기반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을 비

교하였다. 동일한 환경에서의 성능 평가를 위해 HOG기반 

보행자 검출 연구에서 제안한 INRIA 데이터베이스와 SVM
을 사용하였으며, INRIA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인텔 i7 
2.3GHz CPU와 MATLAB R2012a를 사용하였고, HOG 특징

점 추출은 MATLAB에서 제공하는 Computer Vision System 
Toolbox를 사용하였다. 3002개의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학습

하는데 걸리는 평균 처리 시간을 표 1에 나타내었다. 
SVM에서 출력되는 최대 마진(maximum-margin)은 Gabor 

filter bank를 이용한 제안 알고리즘이 HOG기반 알고리즘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최대 마진은 특징점의 분류 성

능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수치가 높을수록 그 특징점의 분

류성능이 높음을 나타낸다.

표 3. Gabor filter bank를 사용한 보행자 검출 결과.
Table 3. Result of the pedestrian detection using Gabor filter bank.

Gabor filter bank Result
True False

Dataset
True TPR = 99.38%

(1118 / 1125)
FNR = 0.62%

(7 / 1125)

False FPR = 9.32%
(68 / 730)

TNR = 90.68%
(662 / 730)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인식률 검증 결과를 표 2와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2는 HOG 기반 보행자 검출 알고리

즘을 적용한 결과이고 표 3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TPR (True Positive Rate)이 

99.38%로 HOG기반 알고리즘보다 개선되었지만 TNR (True 
Negative Rate)이 90.68%로 감소하였다. 실제 도로 영상에서 

보행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에서는 TPR이 높은 

알고리즘이 유리하고,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에도 

TPR의 개선에 비해 TNR의 개선이 용이하다.
2. 도로 영상 기반 성능 검증

제안된 알고리즘을 차량에서 획득한 실제 도로 영상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고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차량

에 장착한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동영상으로부터 640×480 
픽셀, 1200장의 정지 영상을 추출하여, 835장의 보행자 이

미지와 365장의 보행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를 적

용 보행자 검출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에서 나타낸 도로 영상 기반 보행자 검출 결과는 표 

3에서 나타낸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결과보다 높은 

검출율을 보인다. 실제 INRIA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도로상에서의 보행자 뿐만 아니라 산악, 해안, 강변, 보행로

에서의 보행자 영상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테스트 데이

터베이스의 영상보다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낮은 도로상의 

보행자 영상에서의 검출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11. 도로 영상에서의 보행자 검출 결과.
Fig. 11. Result of pedestrian detection using roa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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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로 영상 기반 보행자 검출 결과.
Table 4. Result of the pedestrian detection using road images.

Proposed method Result
True False

Dataset
True TPR = 99.76%

(833 / 835)
FNR = 0.24%

(2 / 835)

False FPR = 0.83%
(3 / 365)

TNR = 99.17%
(362 / 365)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Gabor filter bank를 이용한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패턴인식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Gabor 
filter bank의 특징점은 보행자의 검출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검증하였으며, 성능 지표, 특히 true positive rate가 

99.38%로 타 연구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입력 

영상의 개선을 위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사용하였으며, 속
도 개선을 위해 적분 영상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제 

도로 영상에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그 성능

을 검증하였다.
최근 연구들에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의 병렬처리와 분

류기의 성능 개선을 통해 실시간 보행자 검출이 가능해지

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 중 보행자 검출의 방법론

으로 알려진 HOG 기반의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보다 검출

률에서 우월하다.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관심 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을 탐색하여 실시

간 보행자 검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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