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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여러 목적으로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CCTV는 지능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자동화 

응용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신뢰성이 높은 검출방법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보행자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세 가지 특징

정보를 획득하여 다수의 보행자들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보행자 검출 및 추적에 실패하거나 혼동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면서 각각의 보행자를 구별한다. 

보행자들끼리 근접하거나 겹치는 경우 미리 저장된 프레임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구별 및 검출한다.

ABSTRACT

Recently, CCTV, which provides video information for multiple purposes,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intelligent, and 
the range of automation applications increased using the computer vision. A highly reliable detection method must be 
performed for accurate recognition of pedestrians and vehicles and various methods are being studied for this purpose. In 
such an object detection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detect a large number of pedestrians by acquiring 
three characteristic information that features of color information using HSI, motion vector information and shaping 
information using HOG feature information of a pedestrian in a situation where a large number of pedestrians are moving. 

The proposed method distinguishes each pedestrian while minimizing the failure or confusion of pedestrian detection 
and tracking. Also when pedestrians approach or overlap, pedestrians are identified and detected using stored frame 
featu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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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감시와 보안을 목적으로 비디오 정보를 제공하

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는 지능형으로 변

화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분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자동화 응용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1-3]. 이는 단순히 영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 및 차량의 자동 검출 및 추적과 행동패턴 

분석을 통한 위험상황 감지 등 여러 기능을 포함한다.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신뢰성이 

높은 검출방법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검출 방법으로

는 영상간 차분 방법과 영상 내 슬라이딩 윈도우를 설

정하여 객체의 특징을 계산하고 그 특징을 이용하는 검

출 방법 등이 있다.[4,5]
이러한 객체 검출 시스템에서 보행자는 중요한 관심 

요소로 특히 다수의 보행자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보행

자를 개인별로 분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7].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보행자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다수의 보행자를 추적하면서 보행자의 특징에 따라 보

행자 개개인을 구분하기 위한 특징정보로 색상정보, 모
션 벡터,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특징정

보를 이용해 다수의 보행자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방법은 다수의 보행자를 추적하는 상황에

서 각각의 보행자를 분류하기 위해 3가지 특징 정보를 

사용하며, 추적에 실패하거나 혼동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면서 각각의 보행자를 구별한다 [8,9].
제 2장 본론에서는 영상기반 객체 검출을 위한 다양

한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제 4장 구현 및 비교

분석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프레임별로 

보행자를 구분하며, 다수의 보행자 추적과정에서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검출하고 제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본  론

영상기반 객체 검출을 위해 다양한 특징점과 학습 알

고리즘이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주로 연구되고 있

는 특징점들은 유사 Haar 특징점, HOG 특징점, LBP 특

징점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객체 영역 

검출을 위해 HOG Descriptor를 사용한다.

2.1. HSI를 이용한 색상정보 특징 추출

HSI 컬러 모델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과 비슷한 컬러 

모델로 사용자 지향성의 색상모형이다. H는 색상, I는 

명도, S는 채도를 의미한다. 영상처리와 영상인식에서 

HSI 컬러 모델을 사용할 때 각각 0~255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얻어진 색상정보는 Quantization Modeling 과
정을 거쳐 히스토그램 교차점으로 유사성을 비교한다. 
현재 프레임의 보행자 영상과 이전 프레임의 보행자 영

상이 서로 비슷하다면 히스토그램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2. 모션 벡터 움직임 방향 추출

대표적인 움직임 예측 방법으로 BMA(Block Matching 
Algorithm)를 사용하여 모션 벡터를 획득한다. 그림 1
은 BMA를 나타낸다.

Fig. 1 Block Matching Algorithm

매칭 블록은 식(1), 식(2)와 같은 정합기준을 이용하

며 오차가 제일 작은 블록이 가장 잘 정합되는 블록이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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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은 평균 제곱 오차(MSD : Mean Squared 
Difference) 함수식이고 식(2)는 평균 절대 오차(MAD : 
Mean Absolute Difference) 함수이다. 실제 응용에서는 

흔히 절대 값의 합 식(3) (SAD : Sum of Absolute 
Difference)로서 MAD를 대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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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A은 정확성은 높지만 계산 양이 많아 연산속도

가 느리고 블록의 크기를 작게 할 경우 오히려 정확성

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획

득 영상 전체의 영상처리가 아닌 보행자 영역만을 영상

처리 하는 ROI(Region of Interest) 영역을 이용한다. 
ROI 영역보다 큰 영역을 탐색 영역으로 이용하며 이전 

프레임과 보행자 ROI 영역과 현재 프레임 영역이 가장 

정합하는 영역을 찾아 모션 벡터를 획득한다.
획득한 모션 벡터를 통해 보행자의 현재 이동방향과 

평균 이동거리를 확인 할 수 있다.

2.3. HOG 특징정보를 이용한 형태정보 추출

HOG는 대상 영역을 일정 크기의 셀로 분할하고, 각 

셀마다 edge 픽셀들의 방향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구한 

후 이들 히스토그램 bin 값들을 일렬로 연결한 벡터이

다. 특히 블록 단위로는 기하학적 정보를 유지하되, 각 

블록 내부에는 히스토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로컬한 변

화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HOG는 물체의 실루엣 정보를 이용하므로 사람, 자

동차 등과 같이 내부 패턴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고유

의 독특한 윤곽선 정보를 갖는 물체를 식별하는데 적합

한 영상 특징이다.
색상정보 특징 추출에서 매칭된 보행자는 HOG 특징

정보를 이용한 형태정보 추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Body Shape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환경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징을 잡아야 한다. 또한 보행

자별 Body Shape를 얻기 위해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물

체의 위치와 개수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각 보행자의 영역을 분할하기 위한 방법으로 

Clustering method를 이용하며 이미 추적중인 보행자의 

형태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연속된 프레임마다 변화

하는 ROI 영역을 추출하여 모델을 갱신한다. 그 결과 

얻어진 형태정보와 현재 보행자의 동일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Hausdorff Distance를 사용한다.

Ⅲ. 제안하는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

3.1. 제안하는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

Fig. 2 Proposed Pedestrian Detection Algorithm_1

제안하는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으며, 
HOG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행자를 검출한다. 검출된 

보행자 영역에서 HSI를 이용한 색상 정보와 HOG 특징

정보를 이용한 형태정보를 획득한다. 이후 연속된 프레

임마다 변화하는 ROI 영역을 추출하여 프레임별 보행

자간 모션 벡터를 얻어낸다.
그림 3은 획득한 색상정보와 특징정보, 모션벡터를 

이용하여 보행자별로 ID 값을 부여한 후 보행자를 검출

하며 프레임별로 보행자를 추적한다. 이때 보행자간 겹

치거나 근접한 경우 또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검출이 실

패할 때 얻어낸 특징 값을 비교하여 Matching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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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sed Pedestrian Detection Algorithm_2

Ⅳ. 구현 및 비교 분석

Frame a Frame b

Frame c Frame d

Fig. 4 Experiment Result_1

그림 4는 제안하는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다

수의 보행자를 검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8 프레임 단위로 누적된 움직임벡터로 

이동방향을 추적하며 x, y 축을 기본으로 움직이는 방

향을 정의한다. 누적 움직임 벡터는 이동속도의 평균값

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이며, 각 프레임별로 움직임벡

터는 검출 좌표의 이동값과 묶여 사용된다. 프레임별로 

각 보행자 영역에서 색상 정보, 형태정보를 획득하고 

연속된 프레임마다 변화하는 ROI 영역을 추출하여 모

션 벡터를 획득한다. 그림 4의 a는 첫 번째 프레임으로 

획득한 색상정보와 특징정보, 모션벡터를 이용하여 보

행자별로 ID 값을 부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은 

Frame a의 보행자 검출 좌표를 나타낸다.

Table. 1 Frame a Feature data

IDx Detection
Coordinate Motion Vector

ID1 0.1, 6.9 -
ID2 14.1, 10.6 -
ID3 16.6, 11.0 -
ID4 9.0, 15.3 -
ID5 3.6, 5.7 -
ID6 13.1, 7.2 -
ID7 18.9, 9.1 -

그림 4의 b는 두 번째 프레임으로 보행자 별로 ID 값
을 유지한 상태로 보행자를 추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ID7의 보행자가 해당프레임에서 사라졌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표 2는 Frame b의 보행자 검출 좌표와 

frame a 와의 보행자 이동에 대한 모션 벡터를 나타낸다.

Table. 2 Frame b Feature data

IDx Detection
Coordinate Motion Vector

ID1 1.7, 6.6 1.6, -0.3
ID2 15.1, 10.5 1.0, -0.1
ID3 15.9, 10.7 -0.7, -0.3
ID4 9.3, 15.3 0.3, 0
ID5 2.8, 5.7 -0.8, 0
ID6 11.5, 6.8 -1.6, -0.4
ID7 N/A -

그림4의 c는 세 번째 프레임으로 이미지 중앙에 위치

한 표지판에 사람이 가려져 있으며, 형태정보 추출 실

패로 인해 보행자로 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표 3은 Frame c의 보행자 검출 좌표와 frame b와의 보행

자 이동에 대한 모션 벡터를 나타낸다. 그림 4의 d는 네 

번째 프레임으로 보행자의 이동으로 인해 재 검출되었

으며, 재 검출된 ID 값의 모션 벡터는 이전 프레임의 특

징정보를 통해 계산된다. 표 4는 Frame d의 보행자 검

출 좌표와 frame c와의 보행자 이동에 대한 모션 벡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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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ame c Feature data

IDx Detection
Coordinate Motion Vector

ID1 3.1, 6.6 1.4, 0
ID2 16.2, 8.9 1.1, -1.6
ID3 14.2, 9.8 -1.7, -0.9
ID4 8.9, 14.5 -0.4, -0.8
ID5 2.8, 6.2 0, 0.5
ID6 N/A -
ID7 N/A -

Table. 4 Frame d Feature data

IDx Detection
Coordinate Motion Vector

ID1 4.2, 6.2 1.1, -0.4
ID2 16.8, 8.1 0.6, -0.8
ID3 12.9, 9.1 -1.3, -0.7
ID4 8.5, 14.0 -0.4, -0.5
ID5 2.8, 5.9 0, -0.3
ID6 9.2, 6.3 -2.3, -0.5
ID7 N/A -

Frame e Frame f

Frame g Frame h

Fig. 5 Experiment Result_2

그림 5의 e는 다섯 번째 프레임으로 보행자 별로 ID 
값을 유지한 상태로 보행자를 추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표 5는 Frame e의 보행자 검출 좌표와 frame 

d 와의 보행자 이동에 대한 모션 벡터를 나타낸다. 그림 

5의 f는 여섯 번째 프레임으로 새로운 보행자가 검출되

어 해당 보행자에게 새로운 ID 값이 부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ID 1의 보행자와 ID 6의 보행자가 겹쳐져 

ID 1의 보행자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행자가 

서로 근접하는 상황에서는 보행자 영역이 겹치게 될 때 

HOG Descriptor로 각 보행자 영역이 검출되지 않으며 

추적에 실패하게 된다. 표 6은 Frame f의 보행자 검출 

좌표와 frame e와의 보행자 이동에 대한 모션 벡터를 나

타낸다. 

Table. 5 Frame e Feature data

IDx Detection
Coordinate Motion Vector

ID1 5.8, 6.0 1.6, -0.2
ID2 16.3, 7.3 -0.5, -0.8
ID3 11.9, 8.2 -1, -0.9
ID4 8.3, 13.6 -0.2, -0.4
ID5 3.4, 6.0 0.6, 0.1
ID6 7.9, 6.2 -1.3, -0.1
ID7 N/A -

Table. 6 Frame f Feature data

IDx Detection
Coordinate Motion Vector

ID1 6.8, 6.1 1, 0.1
ID2 15.9, 6.9 -0.4, -0.4
ID3 11.9, 7.7 0, -0.5
ID4 7.2, 13.0 -1.1, -0.6
ID5 4.3, 6.0 0.9, 0
ID6 N/A -
ID7 N/A -
ID8 17.5, 10.9 -

그림 5의 g는 일곱 번째 프레임으로 보행자 별로 ID 
값을 유지한 상태로 보행자를 추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 7은 Frame g의 보행자 검출 좌표와 frame 
f와의 보행자 이동에 대한 모션 벡터를 나타낸다. 그림 

5의 h는 마지막 프레임으로 frame f와 g에서 겹쳐진 보

행자가 분리되어 이전 특징정보를 통해 ID 값을 재 할

당 받을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표 8을 통해 모션벡터

의 계산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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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rame g Feature data

IDx Detection
Coordinate Motion Vector

ID1 8.5, 5.9 1.7, -0.2
ID2 14.8, 6.3 -1.1, -0.6
ID3 12.1, 7.0 0.2, -0.7
ID4 5.6, 12.7 -1.6, -0.3
ID5 5.5, 6.3 1.2, 0.3
ID6 N/A -
ID7 N/A -
ID8 14.3, 9.9 -3.2, -1

Table. 8 Frame h Feature data

IDx Detection
Coordinate Motion Vector

ID1 10.1, 5.9 1.6, 0
ID2 13.2, 6.2 -1.6, -0.1
ID3 12.8, 6.4 0.7, -0.6
ID4 3.5, 12.0 -2.1, -0.7
ID5 7.1, 6.4 1.6, 0.1
ID6 4.2, 6.1 -3.7, -0.1
ID7 N/A -
ID8 11.2, 9.2 -3.1, -0.7

Fig. 6 Movement direction per image frame

그림 6은 프레임 간격 당 보행자 검출의 이동방향을 

나타낸다.

Ⅴ. 결  론

다수의 보행자를 추적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보행자

를 분류하기 위해 색상정보, 형태정보, 모션벡터의 특

징정보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겹침 현상에서 발생

하는 보행자 검출과 추적에 실패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미리 저장된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프레임에

서 추적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각각의 보행자를 구별 

및 검출하였다. 향후 제안하는 방법을 더 개선시켜 겹

침 현상 뿐 만이 아닌 다양한 특정 상황에서 각각의 보

행자를 더 세밀하게 구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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