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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쇄회로 TV는 우리의 생활에 하게 근할 수 있는 수 에 다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요한 작업

은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개체를 검출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에서 사람의 모습을 촬 해서 

사람의 특징을 추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를 이용해서 실제 CCTV 상을 토 로 개체를 검

출해내는 시스템에 해 고찰하 다. 여러 가지 개체 검출 알고리즘 에서 오 소스로 제공이 되며, 
다  개체를 검출하기 해서 Haar-like feature를 이용한 개체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CCTV 다  

체 검출에 해 실험을 진행하 다. 정지 상에서는 정면을 응시하는 얼굴 역 검출에서는 높은 성

능을 보이며 다른 각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무난한 성능을 보이지만 실시간에서는 보정 작업이 필요

하게 되었다. 

1. 서론

  최근에는 폐쇄회로 TV(CCTV)를 이용하여 주행도로내

의 차량의 상을 촬 해서 번호 [1], 차량의 종류[2]  

기타 차량의 특징을 추출하고 인식하는 역을 넘어서 사

람들이 다니는 도보에도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사회 기

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만큼 CCTV에서 촬 되는 

상들의 양이 폭발 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상들 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앞서 언 한 차량에 해서는 가장 요

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번호 에 해 많은 연구가 있었

고 실용화 단계에 이르 다. 하지만 단순히 번호 만을 

장을 할 시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종종 발생을 하여서 뺑소니나 범죄자의 도주 등 박

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번호

 이외에도 차량의 종류, 색상[3] 등 CCTV 상에서 얻

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들을 검출해 내는 

것이 요한 이슈가 된다. 다음으로 CCTV 상에 많이 나

타나는 것이 사람이라는 개체가 된다. 그에 따라 사람의 

모습을 촬 해서 사람의 특징을 추출하는 연구가 많이 진

행되어 오고 있다. 그 에서도 실제 촬 되는 상들의 

부분은 CCTV가 건물의 천장이나 도로변의 폴 에 설치

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신을 에서 내려다보는 경우가 

다수이다. 카메라의 해상도에 따라 다르지만 멀리서 촬

을 해서 체 상에서 사람의 역은 제한 일 수 있

다. Zoom in 기능이 있는 PTZ 카메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격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

의 별에서 가장 요한 요소인 얼굴을 검출하기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되었다. 특히 방범용 CCTV에서 

험감지 시스템이나 병원 내에서 환자의 상황을 감지하는 

고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촬 된 상에서 다수

의 개체 검출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해서 처리속도

가 우수한 단순 분류기인 Haar-like feature[4] 필터와 

Adaboost[5]를 이용하여 실제 상에서의 다  개체에 

한 검출 정확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 로 결론을 내어 개

선해야 할 방향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문

  본 장에서는 CCTV를 활용하여 촬 된 도보를 걷는 사

람들의 체 상을 획득을 하고 Haar-like feature 필터

를 사용하여 특징 값을 구하고 얼굴 역 인식을 한 학

습기인 Adaboost를 통해 feature를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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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내에서 다수의 얼굴 검출을 수행한다.

    

  2.1 상의 획득

  사람들의 상은 도로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사

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촬 을 해서 상을 추출해야 한

다. 촬 에 사용된 실제 CCTV 카메라의 모델명은 Point 

Grey사의 GS2-GE-20S4C-C이다. 실제 용에 앞서서 얼

굴의 각도에 따라서 검출되는 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서 샘  데이터 수집을 해 동일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을 돌려가면서 촬 을 하 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정

면을 심으로 좌측으로 고개를 30°, 60° 방향으로 틀어서 

얼굴 역을 촬 을 하고, 우측으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 다.  

  2.2 Haar-like feature 용

  본 논문에서 사용하려는 Haar-like feature는 이미지의 

인식, 학습, 분류 등에 용하는데 크기에 상 없는 두개 

이상의 인 한 사각형 역들 간의 밝기 차이를 이용한다. 

이 사각형의 특징들은 검은색 역의 픽셀 합과 흰색 

역의 픽셀 합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특징 값들을 구하는

데 이때 분 이미지를 용하여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한

다. 체 상에서 feature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실시간

으로 역을 검출하기 해서 간편히 용할 수 있는 방

법이다. Adaboost는 여러 분류기  학습기를 가 치에 

의해 결합하여 하나의 메타 학습기를 만드는 기법이다. 

Haar-like feature는 단순히 두 개 이상의 사각형만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이라 단순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

기 때문에 단순한 약분 분류기에 효율이 좋은 Adaboost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

다.[6,7] Adaboost는 각각의 Haar-like feature를 분류기로 

간주하고 학습데이터를 가장 잘 분류하는 feature를 선정

한다. 가 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은 에러를 얻은 

분류기를 선정한 후에 이를 보완하는 필터를 추가 으로 

결합하여 오차를 낮추는 방식을 취해서 이미지의 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비

슷하거나 정규분포의 형태를 취할 경우 효율 이지만 여

러 유형의 데이터를 가질 시에는 표 이 어려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 이 있다. OpenCV[8]에서 라이 러리를 통해 

이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여서 haar-cascade 분

류기를 이용하 다. 

3. 실험  결과

실험을 진행한 PC의 사양은 운 체제 Window7, CPU  

intel(R) core i5-3570 3.40GHz이다. 촬 되는 상의 크기

는 1624×1224이고 FPS는 29이다. OpenCV의 버 은 2.42

을 이용을 하 다. 먼  CCTV에서 촬 되는 상에서 

Haar-like feature 필터의 다  개체검출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얼굴의 각도를 달리 해서 –60°, -30°, 0°, 

30°, 60° 각각 40장 씩 총200장의 상체 상을 수집하여서 

얼굴 역 검출을 측정을 하 다. 상은 두 사람의 상체

를 CCTV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이 되었고 

얼굴 각도에 따라서 검출을 하여서 각도에 따른 역 검

출을 비교하 다. 

체 200장의 상에서 80%의 얼굴 검출률을 보여 주

었다. 아래의 그림은 정면 상에서 검출된 얼굴의 를 보

여  것이다.

-60° -30° 정면 30° 60°

검출된

수
29 35 38 32 26

검 률 72% 87% 95% 80% 65%

<표 1> CCTV 상에서 얼굴각도에 따른 검출 수

 

(그림 1) Haar-like feature 필터를 이용한 얼굴 검출

(그림 2) 얼굴의 각도가 –60°일 때 얼굴 검출

Adaboost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된 분류기에서  각

도가 틀어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 [9]이 있지만 검

출되는 속도는 평균 으로 0.42 sec이기 때문에 실시간 

상에서의 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되어 실제 

CCTV 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굴 역 

추출 실험을 진행 하 다. 실험은 방범 카메라에 원격 

속을 통해 지나가는 행인에 해서 얼굴 인식을 하여서 

지나가는 사람 수 비에 몇 명의 사람의 얼굴이 정 추출

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시간 는 오후 4시경의 

상을 이용하 다. 측정결과 얼굴 역이 촬 된 사람을 

상으로 120명의 행인에 해서 74명의 얼굴 역을 검

출을 하 다. 61%의 검출률을 보 지만 상에서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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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흔들림을 보정 하지 못하여서 추출된 상에서 뚜렷하

게 상이 별이 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42%까지 떨어

진다. Haar-like feature는 조명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10] 야간에 해서는 상 보정 작업 없이는 역 검출

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3) 실시간 CCTV 상에서 얼굴 검출 

4. 결론

Haar-like feature를 이용하여 실제 CCTV 상에 용

을 하는 실험에서 얼굴 각도에 따라 검출률 차이가 존재

한다. 정면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무 한쪽으로 

돌려진 상에서의 검출은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하

지만 상의 흔들림을 보정하는 방법에 해 연구를 하면 

이 방법은 실시간 CCTV 상에 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단이 되고 Adaboost 이외의 다양한 경우에 강인

한 다른 방식을 용하여서 실시간 개체 검출률을 올리는 

연구를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방범 험감

지 시스템에 이용되기 해서는 야간 상에서 개체를 검

출을 해야 하는데 이는 Haar 분류기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먼  야간 상의 보정에 해서도 추후 연구가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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