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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획득되는 상황 인지 데이터들 에 특히 이동 객체에 한 정보를 담은 데이

터는 상황 인지의 여러 응용 분야에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행자를 검출하게 되면 인원

이 첩되거나 보행자가 아닌 사물이 검출 되는 상이 발생한다. 정확한 보행자 검출을 해 사물인

터넷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상에서 다양한 크기와 치의 수많은 블록들로부터 HOG를 계산하고 

유의미한 블록들을 선별해서 보행자 수를 검출한다. 검출된 보행자 수는 서버에 장되어 특정 공간의 

이용자 수를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1. 서론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획득되는 상황 인지 데이터들 

에 특히 이동 객체에 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는 상황 인

지의 여러 응용 분야에 매우 유용하다[1]. 를 들어,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스크린 앞에 몇 명

의 사람이 지나가고 어떠한 방향으로 지나가는지에 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최 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그러나 여 히 다  인원을 검출하게 되면 인원이 

첩이 되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다  인원

을 정확하게 검출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황 인지를 통한 상 미디어 

랫폼 생성에 필요한 인원 정보 데이터 수집을 해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상에서 인식 상을 지

정하고 다양한 크기와 치의 수많은 블록들로부터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2]를 계산하고 

유의미한 블록들을 선별해서 보행자 수를 검출한다. 여기

서 검출된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서버로 송하고 서버

에 장된 정보를 분석하여 정확한 인원 추 이 필요한 

서비스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2 에서는 련된 연구를 기술하고, 3 에서는 

인원 정보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해 설명하고, 4 에서

는 재 구  내용을 기록한다. 그리고 5 에서 요약  

향후 계획을 서술한다.

2. 련 연구

  재의 상 보행자 검출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 인 

방법론인 HOG는 어떤 물체 상이 갖는 특성을 추출하

여 물체를 식별하는 방법이다[2].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최근 연구되어 온 련 분야의 논문에서는 객체 인식과 

추 에 한 부분보다 객체를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인식

하여 다  인원을 정확하게 검출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체의 가장 가시 인 부분인 머리 역을 

감지해서 혼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수를 측정하는 연구

가 있다[3]. 다른 연구로는 실내 환경에서 인원을 탐지, 추

  행동 분석의 기능을 지원하는 정보 감시 시스템을 

제안했다[4]. 이 연구에서는 상이 고 있는 배경에서 

밝기의 변화에 따라 인원을 식별하는 방법을 구 했다. 하

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인원이 첩되거나 한 사람의 특징

을 정확히 추출해서 추 하기는 어렵다.  다른 연구로 

RGB, 심도  열상 이미지를 함께 이용하여 인원이 부분

으로 가려진 경우에도 가려진 인원을 탐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5].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

히 인원을 탐지 할 수 있으나 모든 카메라에 이러한 센서

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활용하기에 불편하다. 이를 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인원의 특징 을 추출하

여 다  인원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3. 보행자 수 검출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보행자 수 검출 시스템은 3개의 하

 모듈로 구성되고, 여기서 획득한 보행자 수 데이터는 

상황 인지를 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보행자 수 검

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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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원 정보 데이터 수집 흐름

(그림 2) 보행자 검출 시 스 다이어그램

(그림 3) 실제 상에서의 보행자 인식

 

 먼  기기 내부의 하드웨어 장치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

인하고 카메라 장치 정보 추출한다. 그 다음 서버의 데이

터베이스와 연결한 뒤 HOG Feature를 이용해 상 속 

보행자를 인식한다. 여기서 상 속 보행자를 인식 하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실시간으로 상 속에 인원이 몇 

명 있는지를 검출한 뒤 서버로 보행자 수 데이터를 송

한다.

4. 구

  Microsoft Visual Studio 2015로 개발하 고, 카메라 

상 입력, 보행자 검출을 해 OpenCV 3.0을 사용했다. 

 OpenCV에서 제공하는 HOG Feature와 SVM Classifier

를 활용하여 그림 3과 같이 보행자를 인식한다. 

 

 특정 블록 단 로 한 단계씩 움직이면서 해당 치에서

의 특징 벡터 값을 구하고 생성된 학습 데이터와 비교하

여 인식한다. 이때 hit_threshold 값을 1.1(10%)로 지정하

여 인식 상의 크기를 증가하여 보행자가 아닌 사물이 

검출되는 상이 감소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한 정확한 

인식을 해 상 이진화 작업을 한다. 이때 한 픽셀 당 8

비트 기 으로 0∼255 값을 갖는 상을 주어진 임계값을 

기 으로 임계값 이하는 0, 과는 1로 변환되는데 임계값

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 인식률에 변화가 있다. 한 

상의 히스토그램을 조 하여 명암 분포가 빈약한 상

을 균일하게 조정한다. 상 속 인식된 보행자 수를 실시

간으로 검출하여 서버로 송한다. 

5. 요약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의 실시간 보행자 수 검

출 시스템을 기술하 다. 사물인터넷이 확장됨에 따라 다

 기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응용  결합하여 사용자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정확한 인원 추

이 가능하게 되면 각종 범죄  사고를 방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  카메라 상에서 식별하고자 하는 인

원을 선택하여 다방면에서 인원의 특징 을 검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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