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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 카메라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CCTV 카메라는 치안 사각지대를 최

소화하여 범죄 및 사고 예방, 사후 분석 등을 목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발표된 안전행정부 

CCTV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230개 영

상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자동화로 사고 및 범죄율 

10% 감소를 목표로 하는 등 CCTV에 대한 기대가 

높다. CCTV 영상통합관제센터는 수백 대의 CCTV

카메라 영상을 소수의 관제요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

어 관제 효율이 떨어진다. 관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범죄 및 재난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을 개발이 필요하다. 상황인식을 위

한 지능형 영상분석을 위해서는 성별, 키 등의 사람

의 신체적인 특징(biometry)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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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하여 성별 구분 및 

성인․구분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CTV카메라 영상으로 성별을 구

분하기 위하여 컨볼루션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1-2]을 이용하여 구분하는 방법은 

제안한다. 기존의 성별 구분을 위한 방법으로는 얼굴

인식[3], 걸음걸이[4]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

다. 얼굴인식을 통한 성별 구분 방법은 카메라를 얼

굴 가까이 근접하여 촬영하거나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확대하여 성별을 구분해야 한

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범용 CCTV 카메라에서는 전

반적인 주변 환경을 관제해야하기 때문에 얼굴인식

을 통한 성별 구분은 개별 사람을 추적하면서 확대하

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종래의 걸음걸이 특징을 

이용한 성별 구분은 실내에서 보행자의 측면을 촬영

한 영상을 분석하여 성별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으나, 일반적인 CCTV 카메라는 약 3～5m 높이에 

설치되어 영상정보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보폭 등

의 특징을 추출하는 어려움이 있어 성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5].

본 논문은 성별구분을 위해 남성과 여성 데이터베

이스를 만들어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딥 

러닝(deep learning) 방법 중 하나인 컨볼루션 신경

망으로 성별구분(gender classification) 훈련한다.

성별구분을 위해 먼저 보행자를 검출해야 한다. 보행

자 검출을 위해서 에이다부스트 알고리듬을 이용하

여 보행자의 전신 영역과 머리영역을 각각 하알-유

사 특징(Haar-like feature)과 국부 이진 패턴(LBP,

local bit pattern) 특징을 이용하여 훈련한다. 훈련 

결과를 이용한 종속분류기(cascade classifier)를 수

행하여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을 검출한

다. 전신 또는 머리 영역만을 검출하면 나무, 차량 

또는 창문 등 오검출(false detection)이 많이 발생하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신영역 내에 머리가 

검출되는 객체에 대해서만 보행자로 결정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그리고 검출된 객체를 추적하여 식별자

(identifier)를 부여하고, 보행자 검출을 실패하는 프

레임에 대해서도 이전 프레임에 검출된 객체의 정보

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객체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데이터 연관 필터(PDAF,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 filter)를 이용한다. 제안한 성별구분 방

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여 높은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는 성별 구분

을 위하여 적용된 방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

하는 성별구분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실험 환경을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5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2. 성별구분 구성 요소

2.1 에이다부스트 알고리듬

본 논문에서 보행자를 검출하기 위해 에이다부스

트 알고리듬(AdaBoost algorithm)을 사용한다. 에이

다부스트 알고리듬은 단순하지만 빠른 약한 분류기

(week classifier)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강력한 분류

기(strong classifier)를 구성한다. 약한 분류기를 이

용하여 샘플들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분류된 샘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감소시키고, 오분류된 샘플에 대

해서는 가중치를 증가시켜 다음 약한 분류기에 반영

하여 분류하여 이전 분류기에 의해 잘못 분류된 것들

을 다음의 다른 분류기가 보완하기 때문에 최종적으

로 하나의 강한 분류기를 약한 분류기들의 선형 결합

으로 구성된다[6,7].

Table 1은 에이다부스트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약

한 분류기들을 선형 결합하여 강한 분류기를 구성하

는 단계를 나타낸다. 는 훈련영상이며, 보행자 및 

배경 영상으로 각각 +1 또는 -1의 값을 가진다. 그리

고   가중치 오차를 최소화하는 약한 분류기 를 

생성하여 각 분류기에 대한 데이터 가중치를 갱신한

다. 는 모든 데이터 에 대하여 수식을 정규화한다.

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강한 분류기이다. 강한 

분류기는 벡터 를 입력으로 받으며 훈련된 약한 분

류기 의 합으로 분류를 수행하게 된다.

2.2 하알-유사(Haar-like) 특징

Fig. 1의 (a)는 에이다부스트 훈련에 사용된 특징

으로 영역 및 경계선 등의 특징을 추출한다. 단순 합 

이미지를 이용하여 특징 값을 표현하여 위치, 모양 

크기에 따라서 수많은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 보행자

의 특징을 잘 포용하는 장점이 있다. 이 특징은 단순

한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계산 속도가 빨라 동영상 

기반에서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b)는 훈련 이미지

에 적용된 예시로 물체의 밝기에 대해 일정한 패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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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징화한 것으로써 훈련을 통해 검출을 위한 하알

-유사 특징 모델을 추출할 수 있다[6].

2.3 국부 이진 패턴 특징(Local Binary Pattern, LBP)

보행자의 머리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

부 이진 패턴 특징은 화소값을 이용하여 엣지, 점,

코너 등과 같은 얼굴의 로컬 텍스처 특징을 표현하는

데 이용되며, 간단한 연산으로 높은 처리속도와 식별

력 그리고 조명의 변화에 강인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부 이진 패턴 특징은 수식 (1)과 같이 표현되며 현

재 위치의 화소값과 이웃 화소값의 차이를 0과 1의 

값으로 표현한다.

  
  

  

  
     ≥ 

   
(1)

수식 (1)에서 와 은 각각 인접 화소의 수와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며, 와 는 중심화소의 화소값 및 

이웃화소의 화소값을 의미한다. 인 경우 중

심 화소값을 기준으로 이웃화소 8개의 화소값을 비

교하여 주변 화소값이 더 크면 1, 작으면 0을 할당하

여 각 화소를 8비트 인코딩하여 히스토그램을 만듦

으로써 얻을 수 있다[8].

2.4 확률적 데이터 연관 필터(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 filter, PDAF)

Table 1. Adaboost Algorithm

Given         ∈ ∈   

Initialize    

For      

- Train weak learner using distribution  .

- Get weak hypothesis    →   with error

  Pr ∼  
   ≠  .

- Choose   




  
- Update:

    

 
×  if     

 if    ≠



 exp   

where  is normalization factor (chosen so that    will be a distribution).

Output the final hypothesis:   
  



 

(a) (b)

Fig. 1. Example rectangle features shown relative to the enclosing detection window. The regions have the same 

size and shape and are horizontally or vertically adjacent. (a) is feature prototypes of simple haar-like and 

center-surround features. Black areas have negative and white areas positive weights. (b) shown detection 

the pedestrian with a Haar-like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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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된 보행자 객체을 추적하기 위해 확률적 데이

터 연관 필터를 사용한다. 데이터 연관이란 측정치의 

근원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는 클러터 환경에서 얻

어진 측정치에 대하여 그 근원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확률적 데이터 연관 필터는 검출된 객체로부

터 객체의 이동속도, 위치 등의 측정값을 얻은 후 다

음 객체의 궤적과 연관될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베이

시안(Baysian) 합으로 종합하여 해당 궤적의 추정값

을 구하는 기법이다. Fig. 2는 확률적 데이터 연관 

필터의 개략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칼만

(Kalman) 필터의 구조를 따르며, 크게 예측단계와 

측정값의 유효화를 확인하는 단계, 데이터의 연관을 

확인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상태를 추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9-10].

2.5 컨벌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추적된 객체에 대해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 컨볼루

션 신경망을 이용한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전처리 과

정을 최소가 되도록 설계된 다계층 퍼셉트론(multi-

layer perceptrons)의 한 종류이다. 다른 신경망과 마

찬가지로 입력 계층(input layer), 은닉 계층(hidden

layer), 출력 계층(output layer)로 구성되고, 각 계층

은 한 개 이상의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닉 계

층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컨볼루션 계층(convolu-

tional layer)과 통합 계층(pooling layer) 등으로 이

루어져있어 2차원 구조의 입력 데이터를 충분히 활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음성 또는 영상인식 분

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Fig. 3은 일반적인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와 흐름도를 보여준다.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데이터를 훈련하는 방법으

로 역전파(back propagation)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역전파 알고리듬은 피드 포워드(feed forward)와 역 

전파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피드포워드 단계에서는 

훈련데이터를 신경망에 인가하여 출력단에서 오차

와 비용함수를 구한다. 여기서 계산된 오차값을 역 

전파시키면서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경사 하강법

(gradient decent)으로 갱신시키며 과정을 반복적으

로 수행하여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이 최적화 값이 

되도록 한다. 비용함수란 입력된 훈련 데이터의 실제 

출력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말한다.

3. 제안하는 성별구분 방법

3.1 성별구분 방법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CCTV 영상기반에서의 성별구분

을 위해 Fig. 4와 같이 보행자 검출, 추적, 성별구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에이다부스트 알고리듬으로 보

Fig. 2. One cycle of the probabilistic data association filter. The state-estimation and covariance calculations are 

two-way coupled because of the dependence of the covariances on the innovations.

Fig. 3. A high-level block diagram of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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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의 전신과 머리 영역을 각각 하알-유사 특징과 

국부 이진 패턴 특징을 이용하여 훈련한 후, 입력영

상에서 배경과 관심영역을 종속분류기(cascade

Classifier)를 수행하여 분류하게 된다. 보행자의 전

신 영역 내에 머리 영역이 검출되면 보행자로 결정하

게 되는데, 이는 머리 또는 전신 영역 하나만을 검출

을 할 때는 오검출(false detection)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행자로 결정이 되면 컨볼

루션 신경망 훈련을 통해 출력된 모델을 이용하여 

보행자의 성별을 구분한다.

3.2 보행자 검출 및 추적

보행자 검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전신영역에 대

한 HoG 특징점을 이용한 에이다부스트 학습과 종속

분류기(cascade classification)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행자에 대한 오검출이 발생한다. 보행자의 정확한 

검출을 위하여 입력 영상에 대하여 보행자의 전신영

역을 검출하고, 전신영역 내에 머리영역을 검출하여 

사람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보행자 결정을 위해 전신영역과 머리영역을 각각 

훈련하여 전신영역 내에 머리영역이 검출되면 최종

적으로 보행자로 결정한다. 전신영역의 긍정 샘플

(positive samples) 3,041장과 부정 샘플(negative

samples) 8,040장을 사용하여 전신영역 검출을 위해 

하알-유사 특징을 이용한 에이다부스트 학습 결과를 

활용하고[7], 머리영역 검출을 위해 긍정 샘플 3,022

장과 부정 샘플 8,040장을 이용하여 국부이진패턴 특

징을 이용한 에이다부스트 훈련을 한다. 훈련된 결과

를 이용하여 종속분류기로 각 영역을 검출하여 검출

된 전신영역 내에 머리영역이 검출되면 최종적으로 

보행자로 결정하는 논리곱 연산(AND operation)을 

수행한다.

Fig. 5는 검출된 전신과 머리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무, 자동차와 같이 보행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대상에 대하여 보행자로 검출하는 것을 줄이

기 위해 Fig. 5와 같이 최소, 최대 사이즈를 설정한다.

검출된 보행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데이

터 연관 필터(PDAF)를 이용한다. PDAF는 미사일 등

과 같은 물체를 새, 구름 등과 같은 클러터가 발생하였

을 때 궤적을 예측하여 물체를 추적하는 알고리듬이

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를 결정하기 위해 전신영역

과 머리영역이 동시에 검출되어야하므로 기존의 머리

영역 또는 전신영역만을 검출하는 방법에 비해 미검

출되는 보행자가 더 발생한다. 보행자로 결정된 객체

를 추적하여 식별자(identifier)를 부여하고, 또한 보행

자가 미검출되었을 때 객체의 이동속도 등을 고려하

여 보행자의 위치를 예측하여 보완할 수 있다[10].

3.3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성별구분

성별구분을 위해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데

Fig. 4. Flowchart for gender classification algorithm.

Fig. 5. Detected ROI area by cascade classifier.



194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2호(2016. 12)

이터를 훈련하였으며, 가로 48, 세로 96 픽셀 크기의 

남성 이미지 3,741장와 여성 이미지 1,671장이 사용

되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상처리, 컴퓨터 그래픽

스 분야에서 많은 양의 계산을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GPU의 병렬처리(parallel process-

ing)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GPU의 병렬처리

를 위해 NVIDIA사의 CUDA(computer unified de-

vice architecture)를 사용하며, CUDA를 지원하는 

공개 라이브러리인 OpenCV를 이용한다.

신경망의 구조는 AlexNet[2]으로 알려진 5개의 컨

볼루션 계층과 3개의 FC 계층(fully-connected lay-

er)으로 구성되며, 컨볼루션 계층에서 특징을 추출하

여 특징 맵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서브샘플링

(a) (b) (c)

(d) (e)

Fig. 6. The results of the applied algorithm. The squares, to display the detected pedestrian. (a), (b) and (c) shows 

the classification results for the tracked object. The CCTV videos used in the experiments is a (d) and (e). 

Table. 2.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with tracking and using only detection method without tracking for 

gender classification

Male Female

True Classification

(False Classification)
Match Ratio

True Classification

(False Classification)
Match Ratio

Tracking 38(0) 100.0% 28(3) 90.3%

without tracking 33(5) 86.8% 22(8) 73.3%

Table. 3.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and using random forest for gender classification.

Class Total Videos
Proposed method Random forest

True Classification Match Ratio True Classification Match Ratio

Male 109 98 89.9% 68 62.4%

Female 161 146 90.7% 127 78.9%

Total 270 244 90.4% 195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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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ampling)을 하여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 계산

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FC 계층에서 내적(inner

product)을 통해 신경망을 생성하여 최종적으로 2개

의 클래스(남성 또는 여성)으로 생성한다.

성별구분 결과는 보행자의 위치, 배경 등에 영향

을 받아 같은 보행자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보행자에 대해 성별구분 결과

를 큐(que)에 저장하여 40개의 구분결과를 누적하여 

평균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객체의 성별 결정하

도록 한다.

4. 실험 및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Microsoft사의 Visual

Studio 2013과 영상처리 공개 라이브러리인 Open

CV 3.0과 NVIDIA사의 CUDA 7.0을 사용하여 구현

하였다. Fig. 6의 (a)～(c)와 같이 검출된 보행자에 

대해 성별구분 결과를 나타내고, (d)～(e)는 실험에 

사용된 CCTV 전체 영상이며 종속 분류기를 통해 

검출된 객체는 사각영역으로 표시되고, 추적된 궤적

은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실험은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별분류를 실행하며, 분류 결과는 이미

지 파일로 저장한다.

Table 2는 제안하는 추적 기능을 포함한 성별 구

분 방법과 추적 기능이 없는 성별 구분의 성능을 비

교한 결과이다. 추적 기능을 포함한 성별 구분이 남

녀 각각에 대하여 100.0%, 90.3%로 추적 기능이 없는 

성별 구분의 남녀 각각에 대하여 86.8%, 73.3%에 비

하여 성능이 우수하다.

제안하는 성별구분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랜덤 포리스트(RF, Random Forest)[11]를 이용

한 성별구분과 성능을 비교한다. 랜덤 포리스트는 여

러 개의 결정 트리(Decision Tree)들을 임의적으로 

학습하는 앙상블 방법으로 분류 및 회귀 분석을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신경망 훈련에 사용된 동일한 

학습DB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였으며, HoG(Histo-

gram of Gradient) 특징점을 사용한다. 성능평가를 

위하여 남성 보행자를 포함한 109개의 영상과 여성 

보행자를 포함한 161개의 영상으로 시험하였다. 표 

3은 제안하는 성별구분 방법과 랜덤 포리스트를 이

용한 성별구분 결과이다. 랜덤 포리스트를 이용한 성

별구분 결과는 남성 109개의 영상 중에서 68개의 영

상에 대하여 정분류하여 62.4%, 여성 161개의 영상 

중에서 127개의 영상을 정분류하여 78.9%의 일치율

을 보였으며,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성별구분 방

법은 남성 109개의 영상 중에서 98개를 정분류하여 

89.9%, 여성 161개의 영상 중에서 146개를 정분류하

여 90.7%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하여 제

안하는 성별구분 방법이 종래의 방법에 비해서 우수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대체로 머리영역과 상체의 특

징이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에 대하여 오분류

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컨벌루션 신경망의 학습 과

정에서 주로 상체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

는 특징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딥 러

닝을 이용하여 CCTV 영상을 기반으로 보행자를 검

출하여 성별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보행자 

검출을 위해 에이다부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보행자와 유사한 객체 등을 제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행자의 전신과 머리영역을 동시에 찾은 객체에 대

해서 결정하였다. 그리고 확률적 데이터 연관 필터를 

이용하여 식별자를 부여하고 동일객체에 대한 분류

결과를 평균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객체를 추적하였

으며, 추적된 보행자의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 컨볼루

션 신경망을 사용한다. CCTV 영상기반의 성별구분 

실험결과 남성을 포함한 109개 영상에 대한 정분류

율을 89.9%이고, 여성을 포함한 161개 영상에 대한 

분류율은 90.7%로 종래의 랜덤 포리스트 성별구분

에 비하여 성능이 개선되었다. 향후 성별 구분 성능

을 향상과 야간 영상에 대한 적합한 컨볼루션 신경망

의 구조 변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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