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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영상 보행자 인식 시스템의 후보 영역 검출을 

위한 GP-GPU 기반의 효율적 구현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andidate Region Extractor 

for Pedestrian Detection System with Stereo Camera 

based on GP-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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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 efforts for pedestrian recognition in embedded 

imaging systems. However, many suffer from their heavy computational complexities. SVM 

classification method has been widely used for pedestrian recognition. The reduction of candidate 

region is crucial for low-complexity sche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l time HOG based 

pedestrian detection system on GPU which images are captured by a pair of cameras. To speed 

up humans on road detection, the proposed method reduces a number of detection windows with 

disparity-search and near-search algorithm and uses the GPU and the NVIDIA CUDA framework. 

This method can be achieved speedups of 20% or more compared to the recent GPU 

implementations. The effectiveness of our algorithm is demonstrated in terms of the processing 

time and the dete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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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 인식은 카메라 또는 각종 센서 정보를 활

용하여 일정 범위 내의 사람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사람의 존재 유무 검출, 움직

임 추적을 통한 감시가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이

용된다. 

임베디드 영상 시스템에서 사람 존재 유무 검출

을 위한 응용 확대에 대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이용하기에는 연산량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컴퓨터가 영상 전체를 후보 

영역으로 설정하고 사람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때

문에 발생한다. 후보 영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cascade 방법[1], 레이더(LIDAR) 방법[2]과 스테

레오 카메라 방법[3-7] 등이 있고, 최근에는 고속 

처리하기 위해 FPGA와 GPU를 이용해서 연산량 문

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

히 연산량이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영상 기반으로 후보 영

역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스테레오 영

상 기술에서 연산량 비중이 가장 큰 양안 시차 계

산과정의 연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곽선 기반으

로 양안 시차를 계산한다. 또한, 양안 시차 값을 갖

는 점들의 밀집 정도를 계산하여 후보 영역을 검출

한다. 그리고 실시간 처리를 위해 GP-GPU 병렬처

리에 적합한 구조로 제안한 방법을 설계한다.

Ⅱ장에서는 관련된 연구 개요를 기술하고, Ⅲ장

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기술한다. Ⅳ장에서는 제안 

방법을 GPU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병렬

처리 구조를 제안한다. Ⅴ장에서는 기존 연구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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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행자 인식 알고리즘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pedestrian detection 

algorithm

그림 2 Sliding windows 기법 개념

Fig. 2 Concept of sliding windows

능 및 수행시간을 비교하며 Ⅵ장에서는 결론 및 향

후 과제를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1. 보행자 인식

보행자 인식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다. 입력 영상에 대해서 후보 영역 검출 방법

으로 사람 존재 여부를 판단할 위치를 결정하고, 특

징 벡터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해당 영역의 특징 

벡터를 검출하게 된다[8].

검출된 특징 벡터는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와 연산 및 비교하는 구조가 

주로 이용된다. 특징 벡터 검출 방법으로는 

Histogram of Gradient(HOG)[9], 분류 알고리즘으

로는 Support Vector Machine(SVM)[10]이 주로 

이용된다. HOG에서는 그림 2와 같이 특정 크기의 

window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시키면서 후보 영역을 

결정하는 sliding windows 기법이 주로 이용된다.

보행자 인식 알고리즘의 연산량은 window 개수

에 따라 결정되는데, 식(1)로 계산된다. 입력 영상이 

640×480이고 [9]의 파라미터를 이용했을 때 발생

되는 window 수는 약 10,000개이고, (+) 

연산량은 약 40만 클락으로 총 40억 클락이 요구된

다. 즉, ARM926EJ-S(200MHz)를 이용하여 한 장

을 처리하는데 20초의 수행시간이 필요하다. 

Sliding windows 기법에서 window 크기와 이동 

간격 파라미터 값에 의해 보행자 인식률이 변화되

기 때문에 파라미터 조절로 줄일 수 있는 연산량은 

제한적이다. 현재는 인식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

면서 후보 영역을 최대한 줄이려는 연구가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

         ( )total HOG SVMT t t N= + ´

:
:
:
:

total

HOG

SVM

T Total processing time
t HOGalgorithm processing time
t SVM classify processing time
N Number of window            (1)

2. 후보 영역 검출

후보 영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cascade 

방법이나 레이더 방법, 스테레오 카메라 방법 등과 

같이 센서 데이터를 접목하여 후보 영역을 검출하

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Cascade 방법은 한 장의 입력 영상 전체에 대

해서 개략적으로 보행자 여부를 판단한 후 보행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세부적으로 검사하

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람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사람과 카메라 간의 거리와 사람 크기의 계산이 

어렵다. 

레이더 방법은 레이저 펄스를 주사하여, 반사된 

레이저 펄스의 도달시간을 측정한다. 그리고 반사 

지점의 공간 위치 좌표를 계산하여 보행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레이더가 고가의 장비이

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 제품에는 적용이 

어렵다.

스테레오 카메라 방법은 두 대 이상 카메라의 

양안 시차 정도를 계산하여, 3차원 정보를 갖는 양

안 시차 맵을 생성하고, 후보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

이다. 스테레오 카메라 방법을 이용하면 일반 카메

라를 이용하더라도 3차원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카메라에서 이용한 알고리즘을 유

지하면서 적외선 카메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야

간에도 시스템 운용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과 성능을 고려하여 스테

레오 카메라 기반의 후보 영역 검출 방법을 선택하

였다.

3. 스테레오 영상 기술

스테레오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입력 영상에서 

후보 영역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는 후보 영역 검출 기술은 

양안 시차 맵을 기반으로 물체와 배경을 분리하여 

후보 영역을 검출한다. 스테레오 영상 기반의 후보 

영역 검출 방법에는 거리에 따른 필터링 방법[3], 

양안 시차 값의 밀집 정도를 이용하는 방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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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 맵을 이용하는 방법[5] 그리고 윤곽선의 양안 

시차를 이용하는 방법[6]이 있다.

3.1 거리에 따른 필터링 방법

거리에 따른 필터링 방법은 양안 시차 맵에서 

양안 시차 값이 임계값(threshold) 이내에 있는 

영역을 후보 영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구현

은 간단하지만 적절한 임계값 설정이 어렵고 후

보 영역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3.2 양안 시차 값의 밀집 정도를 이용한 방법

양안 시차 값의 밀집 정도를 이용한 방법은 양

안 시차 값을 갖는 모든 점에 대해 밀집 정도

를 계산하고, 그 값이 임계값 이상이면 후보 

영역으로 검출한다. 그러나 영상 전체에 걸쳐 

양안 시차 값의 밀집 정도를 구하기 위해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시간 응용에는 부

적합하다. 

3.3 xOz맵을 이용하는 방법

xOz맵을 이용하는 방법은 X-Y 좌표계의 입력 

영상을 X-Z 좌표계로 변환했을 때의 좌표 값

이 임계값 이상이면 후보 영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X-Y 좌표계를 X-Z 좌표계로 

변환하는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

산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3.4 윤곽선의 양안 시차를 이용한 방법

윤곽선의 양안 시차를 이용한 방법은 입력 영상

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윤곽선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만 양안 시차 값과 밀집 정도를 계산하여 

후보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영상 전체의 

양안 시차를 계산하는 것보다 연산량을 크게 줄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밀집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양안 시차 맵을 실물 크기(분해

능=cm)로 3차원 변환하는데, 이 때 많은 메모

리 공간과 연산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Ⅲ. 제안 방법

Ⅲ장에서는 윤곽선의 양안 시차를 이용한 방법의 

단점을 개선하여 후보 영역을 검출하는 1차 후보 영

역 검출 방법과 후보 영역 주변을 탐색해서 후보 영

역의 위치를 보정하는 2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1. 1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

1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의 흐름은 그림 3과 같

그림 3. 1차 후보 영역 검출 흐름도

Fig. 3 Flow chart of 1st candidate region 

detection

If Reference Image(X, Y)==TRUE then

For i = dispMin : dispMax

  If Target Image(X, Y+i)==TRUE then

   Matching cost computation

   Reference Image(X, Y)’s Disparity =

     Index of Min(Matching cost)

그림 4. 양안 시차 계산을 위한 의사 코드

Fig. 4 Pseudo code for finding the disparity

다. 스테레오 영상에서 한 쪽 영상에 나타난 윤곽선

은 다른 영상에서도 나타난다. 이 점을 이용하면 윤

곽선의 양안 시차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림 4는 양안 시차를 계산하는 의사 

코드이다. Matching cost를 계산하기 위해 Sum of 

Absolute Differences(SAD)를 이용했다.

양안 시차를 계산한 뒤, 윤곽선에 해당하는 모든 

점에 식(2)를 적용한다. 식(2)는 기준점과 주변 점들

의 위치 차이에 따라 Gaussian 분포 형태의 값을 

갖도록 하는 식으로, 이 값들을 합하여 밀집 정도를 

계산한다. N은 (xi±rax/2, yi±ray/2, zi±raz/2) 범위 

안에 포함되는 점의 개수이고, Di는 범위 안에 포함

된 점들의 밀집 정도를 나타낸다. 밀집 정도를 구하

는 범위는 rax, ray, raz 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범위 

내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장 큰 밀집 정도

를 갖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스테레오 영상에 물체가 투영됐을 때, 영상 내 

물체의 크기는 식(3)에 의해 계산된다. O는 실제 물

체의 크기, I 는 영상에 투영된 크기이다. 그리고 d

는 양안 시차 값이고 b는 카메라 간의 거리이다. O

와 b의 값은 상수이므로 k로 치환한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실험 데이터 [7]에서는 kw(몸의 넓이)는 

1.6, kh(사람의 키)는 4.6으로 계산되었다. raz는 실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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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 = 0 : Image height

  For j= 0 : Image width

    V = Max(Density)

    [X, Y, D]  = Index of Max(Density)

    If V is greater than threshold then

     [X, Y] coordinates are selected as a candidate region

     Density(X±(rax/2), Y±(ray/2), D±(raz/2)) = 0

    Else finish

그림 5. 후보 영역 검출 방법의 의사 코드

Fig. 5 Pseudo code for candidate region extraction

그림 6. 1차 후보 영역 검출 결과

Fig. 6. Result of 1st candidate 

region detection

험 결과 보행자 영역의 양안 시차가 ±6의 범위로 

분포되어 12로 설정하였다.

 
×

   


∴            (3)

모든 윤곽선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 밀집 정도

를 구한 후, 후보 영역을 검출한다. 물체가 있는 영

역에는 같은 양안 시차 값을 갖는 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밀집 정도가 가장 큰 점을 

후보 영역으로 설정하고, (xi±rax/2, yi±ray/2, 

zi±raz/2) 범위 내 점들의 밀집 정도 값을 0으로 하

여 후보 영역의 중복 검출을 방지하면서 물체의 중

심을 후보 영역으로 검출하였다. 그림 5는 후보 영

역 검출 방법의 의사 코드이다. 그림 6은 1차 후보 

검출 방법을 수행한 결과로 영상에서 사람이 위치

한 곳에 후보 영역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후보 영역 검출 방법에 대한 평가는 그림 7과 

같이 위치에 따른 가중치의 평균값으로 한다. 후보 

영역이 보행자 복부 중앙의 좌표에서 y축으로는 사

람 키의 ±12%, x축으로는 몸 넓이의 ±20% 범위 

내에 위치했을 때 보행자로 판단할 확률이 가장 높

았다. 복부 중앙에 후보 영역이 위치됐을 때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중앙에서 벗어날수록 부여

되는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후보 영역 검출  

그림 7. 후보 영역 위치에 따른 가중치

Fig. 7 Candidate region score

방법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평균 7.28으로 계산되

었다. 평가 결과는 검출된 후보 영역의 위치가 복부

중앙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류 알

고리즘의 사람 인식률 또한 69.1%로 저조했다. 때

문에 이를 보정하는 후처리가 필요하다.

2. 2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

보행자 복부 중앙으로부터 벗어난 위치로 후보 

영역이 검출되면 보행자 인식률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부 중앙으로 위치를 보

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검출된 후보 영역을 분류 

알고리즘으로 보행자 존재 여부를 판단했을 때, 해

당 영역에 보행자가 존재하면 분류 알고리즘의 결

과가 1에 가까운 값으로 그렇지 않으면  –1에 가까

운 값을 출력한다. 복부 중앙에서 벗어난 위치에 후

보 영역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역에 보행

자가 존재하면 0보다 큰 값을 출력하고 복부 중앙

에 가까워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출력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 후보 영역의 위치 보정이 가능하다.

2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은 그림 8과 같이 수행

된다. C0는 1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을 통해 얻어

진 좌표이다. C0 좌표 기준으로 y축으로는 사람 키

의 ±12%, x 축으로는 몸 넓이의 ±20% 지점에 

S0~S7 sub-point가 생성된다. 각 sub-point 위치

에서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출력 값을 얻어내

고 가장 큰 값을 갖는 점을 C0’으로 설정한다. 다시 

C0’를 기준으로 S0’~S7’ sub-point를 생성하고 전 

단계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한다. 이 때, sub-point

는 전 단계의 50% 범위에 생성된다.  그림 8의 경

우 2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의 수행 결과로 C0에 

위치한 후보 영역이 S0’ 위치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는 2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을 수행

한 후 보행자 인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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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차 후보 영역 검출 흐름도

Fig. 8. Flow chart of 2nd candidate region detection

그림 9. 보행자 인식 결과

Fig. 9 Result of the pedestrian detection

Ⅳ.  GP-GPU 기반의 고속화 구현

1. 1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

그림 10은 1차 후보 영역 검출 방법을 GP- 

GPU 기반으로 구현했을 때의 처리 과정이다. Host

에 스테레오 영상이 입력되면 GPU로 스테레오 영

상 데이터를 전달한다. GPU에서 양안 시차를 계산

한 후, 밀집 정도를 계산하고 그 값이 최대인 좌표

를 찾아야한다. 그러나 GPU에서는 데이터 정렬이 

어렵기 때문에 CPU에서 밀집 정도가 최대인 좌표

를 찾아야한다.

CPU에서 정렬하는 데이터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GPU에서 연산한다. 각 block안에 

thread 개수만큼의 shared memory를 할당한다. 각 

block의 thread들은 shared memory에서 자신의 인

덱스에 저장된 이전 데이터와 비교한 후, 현재 처리

된 값이 더 크면 그 인덱스에 저장한다. 모든 데이터

를 처리하고 난 후, 각 block의 첫 번째 thread는 자

신이 속한 block의 shared memory 배열을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다. 각 block의 shared memory 첫 

번째 데이터를 CPU로 복사해서 최대값을 찾는다. 

그림 11의 경우에는 128번의 대수 비교를 하면 최

대값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0. CPU와 GPU의 후보 영역 검출 흐름도

Fig 10. Flow chart candidate region 

detection on CPU and GPU

그림 11. GPU에서의 정렬 데이터의 축소 과정

Fig. 11 Reduction process for sorting data on 

GPU

CPU에서는 가장 큰 밀집 정도 값이 임계값 보

다 크면 후보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

료한다. 후보 영역으로 지정된 (X, Y, Z) 좌표를 

GPU로 전달하고, GPU에서는 그 점 주변의 불필요

한 부분을 제거한다.

2. HOG-SVM GPU 구현

HOG-SVM 방법에서는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위해 영상 전체에 걸쳐 histogram binning과 

normalization 과정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검

출된 후보 영역을 기준으로 주변 48개 영역

(sub-region)에 대해서만 histogram binning, 

normalization 과정을 그림 12와 같이 수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각 HOG-cell들은 한 개의 GPU 

thread에 의해 처리되고, 처리된 cell들은 block단

위로 normalization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그림 13은 추출된 특징 벡터와 학습 데이터

(weight)를 내적(dot product)하여 최종 보행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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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ub-region을 이용한 효율적인 

병렬처리 

Fig. 12 Efficient parallel processing with 

sub-region

그림 13. 특징 벡터와 학습 데이터의 내적

Fig. 13 Dot product of descriptor and 

weight

무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특징 벡터와 학습 데이터

는 각각  3,780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3,780개의 

thread를 이용하여 각 항을 연산하였다.

Ⅴ. 실험 및 고찰

표 1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 [3], 

[6]과 제안한 방법을 MATLAB으로 구현한 결과이

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3차원 변환하는 과정을 생략

하여 방법 [6]보다 50% 빠른 결과를 보인다.

표 2는 [4, 11] 그리고 제안한 방법을 동일한 

CPU 플랫폼 상에 구현하고, [7]의 실험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의 수행시간과 인식률을 나타낸다. 인식

률 측정은 높이가 30픽셀 이상인 보행자만을 대상

으로 하였고, 실험 데이터는 총 1896명의 사람이 

포함된 그림 350장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인식

률은 약 1~2%의 차이를 보이지만, 제안한 방법이 

가장 빠르게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약 

4초의 연산시간이 요구되므로 CPU 환경에서는 실

시간 응용으로 부적합하다.

표 3은 GTS250과 GTX285 GPU 플랫폼 상에

서 각 방법의 수행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 

제안한 방법이 [12]보다 약 20% 빠른 결과를 보인

Kang

et al.([3])

Alonso, 

et al.[6]

Our

approach

Matlab 10.5 sec 3.4 sec 1.7 sec

표 1. 평균 수행시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average processing 

time 

( CPU@2.2Ghz,320×240image ) 

Kelly et 

al.([11])

Hiroshi

Hattori et

al.([4])

Our

approach

Run Time 10~20 sec 29 sec 3.9 sec

Detection

Ratio
92.8% 95% 93%

표 2. 평균 수행시간과 인식률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average processing 

time and detection ratio 

(CPU@2.2Ghz,640×480image) 

Tarui et

 al.([12])

Prisacariu 

et al.([13])

Our

approach

GTS 250 73ms 157ms 55ms

GTX 285 N/A 80ms 32ms

표 3. 각 GPU 플랫폼 상에서의 수행시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average processing time 

of the size of 640×480 on each GPU platforms

다. 또한, 고성능인 GTX285를 이용한 [13]보다 약 

60%정도 빠른 결과를 보인다. GPU 환경에서 제안

한 방법은 초당 약 30번의 보행자 인식이 가능하므

로 실시간 응용이 가능하다.

Ⅵ.  결 론

임베디드 영상 시스템에서 사람 존재 유무 검출

을 위한 응용 확대에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이용하기에는 연산량이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인식 시스템의 연산량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한 후

보 영역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640×480사이즈 이미지에 수행한 결과, 보행자 인

식률은 93%이고 초당 약 30번의 보행자 인식 가능

한 성능을 보였다.

향후 속도 향상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 적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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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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