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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PCA와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행자 검출 및 추적 

시스템 설계

Design of Pedestrian Detection and Tracking System 

Using HOG-PCA and Object Tracking Algorithm 

전 필 한* 박 찬 준* 김 진 율** 오 성 권

(Pil-Han Jeon ․ Chan-Jun Park ․ Jin-Yul Kim ․ Sung-Kwun Oh)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usion design methodology of both pedestrian detection and object tracking system 

realized with the aid of HOG-PCA based RBFNN pattern classifier. The proposed system includes detection and tracking parts. 

In the detection part, HOG features are extracted from input images for pedestrian detection. Dimension reduction is also dealt 

with in order to improve detection performance as well as processing speed by using PCA which is known as a typical 

dimension reduction method. The reduced features can be used as the input of the FCM-based RBFNNs pattern classifier to 

carry out the pedestrian detection. FCM-based RBFNNs pattern classifier consists of condition, conclusion, and inference parts. 

FCM clustering algorithm is used as the activation function of hidden layer. In the conclusion part of network, polynomial 

functions such as constant, linear, quadratic and modified quadratic are regarded as connection weights and their coefficients of 

polynomial function are estimated by LSE-based learning. In the tracking part, object tracking algorithms such as mean 

shift(MS) and cam shift(CS) leads to trace one of the pedestrian candidates nominated in the detection part. Finally, INRIA 

person database is used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edestrian detection of the proposed system while MIT 

pedestrian video as well as indoor and outdoor videos obtained from IC&CI laboratory in Suwon University are exploi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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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최근 감시와 보안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활발해지면서 

지능형 영상분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자동화 응용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객체 검출과 객체 인식은 컴

퓨터 비전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필

수적 기술로 추적 및 안전 감시 등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그

러나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 먼저 수행하는 객체 검출과 인식은 

영상 내 객체의 형태와 조명의 변화 그리고 장애물에 의한 가려

짐 등에 의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검출을 수

행하여야한다. 신뢰성이 없는 검출은 다음 단계인 객체 인식과 

추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객체를 검출 위한 방법

은 인접된 영상간의 차분 혹은 영상과 추정된 배경과의 차분을 

통해 움직임 변화에 대한 영역으로부터 객체를 검출하는 영상 간 

차분 방법과, 영상 내에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설정하여 움직이면

서 그 속에서 특징을 계산하여 객체를 검출하는 특징을 이용하는 

검출방법 등이 있다. 영상 간의 차분 방법은 구현이 간단하고 연

산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객체가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임 변

화가 없고 갑자기 조명이 크게 변하는 경우 객체를 정확하게 검

출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적응적 배경 

차분 방법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슬라이딩 윈도우 내의 특

징을 이용하는 객체 검출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출 대

상인 객체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을 학습하는 분류기를 사용하여 검출 대상 

객체인지 아닌지 판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영상 감시를 위해 감시 대상인 객체를 

보행자로 e점을 맞춰, 앞에서 설명한 특징을 이용한 검출 방법

을 이용하여 보행자를 검출한다. 여기서, 보행자는 도로위에서 길

을 걷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움직임에 대한 정해진 방향이 없고 

옷차림 및 색상과 형태도 다양한 객체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보

행자 검출에 대한 연구는 지능형 CCTV를 이용한 영상 감시 시

스템과 지능형 자동차에서 보행자 보호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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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양한 환경 변화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얻기 위해 연구

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객체 검출을 위한 특징 추출 방법으로 단순 웨이블릿 기반 

Harr-like특징, 기울기의 방향성을 이용한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특징, 빛의 영향에 둔감한 MCT(The 

modified Census transform) 방법 등이 있고 분류기로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 NN(Neural Network), Adaboost 알

고리즘 등이 많이 선택 되고 있다[1]. 이중 2005년 Dalal과 

Triggs에 의해 제안된 HOG 특징과 SVM 분류기를 이용한 보행

자 검출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며, Dalal이 제안한 HOG 특징은 

인접 픽셀들과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크기와 방향성을 계산하여 

히스토그램을 구성한다.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하여 특징을 추출하

기 때문에 조명 및 기하학적 변화에 강인하며, 객체의 크기나 모

양이 변해도 보행자를 검출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

만, 특징의 차원 수가 입력 영상의 크기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분류기에 학습한 마스크와 검출 시 사용하는 마스크 크기는 동일

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붙는다. 또한, HOG 특징은 특징 차원 

수가 높아 연산이 많고 불필요한 차원들로 인해 검출률 저하와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다[2][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OG 특징을 사용하되 불필요한 

높은 차원에 의한 연산량을 줄이고 검출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

표적 차원축소 알고리즘인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여 차원을 축소 후 SVM 대신 지능형 패

턴분류기인 다항식 기반 RBFNN(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 패턴분류기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검출한다[4][6][7].

그리고 검출된 보행자 후보 중 추적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적

하기 위해 비모수적 밀도 확률과 색상 히스토그램의 역투영 기반 

평균이동알고리즘(Mean Shift)을 통해 추적을 수행한다[18][19].

Mean Shift 알고리즘은 실시간에서 빠른 검출 속도 때문에 

지속하여 보완되고 응용되고 있다. 그 중 Bradski는 윈도우의 크

기를 재조정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여 객체를 추적하는 CAM 

Shift(Continuously Adaptive Mean Shift)을 고안하여 실시간으

로 검출하고 추적을 수행한다[20].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배경

으로 신뢰성이 높은 검출를 수행하기 위한 기존 연구 방법과 제

안하는 분류기를 통한 검출 방법 및 객체 추적 방법에 대해 기

술하였고 2장에서는 제안하는 분류기를 학습하기 위한 전처리 과

정으로서 입력 영상으로부터 HOG 특징 추출과 PCA를 통한 차

원 축소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축소된 HOG 특징에서 보행

자를 검출하기 위한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 설계 및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일반적인 Mean Shift 알

고리즘과 검출된 객체를 추적하기 위한 Mean Shift 방법, CAM 

Shift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앞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출부와 추적부로 나누어 보행자 검출 및 추적 시스템을 

설계하여 검출부에서는 HOG-PCA 특징을 이용한 pRBFNNs 보

행자 검출 실험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추적부에는 검출된 보행자

에서 추적 대상을 선택하여 Mean Shift와 CAM Shit을 이용한 

추적 수행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

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2. 보행자 검출을 위한 전처리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행자를 검출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

은 그림 1과 같다. 본 장에서는 보행자를 검출하기 위해 전처리 

단계로서 입력 영상으로부터 HOG알고리즘을 이용하여 HOG특징 

추출방법과 고차원의 특징을 저차원으로 축소하기 위한 PCA알고

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1 보행자 검출 시스템 전체 구성

Fig. 1 Flow of pedestrian detection system

2.1 근사화된 기울기의 히스토그램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객체의 모양과 특징을 검출

하기 위해 특징 추출 방법으로 HOG 알고리즘을 이용한다[2]. 

HOG는 Dalal과 Triggs가 2005년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논문에서 보행자를 검출하기 위해 제안된 

특징으로 국소영역에서 근접화소들 간의 밝기 차이를 이용하여 

기울기와 방향성을 구하고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하여 벡터로 

나타낸다. 이 HOG 특징은 히스토그램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조명

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고, 기하학적 변화에 강한 특징을 가진다.

또한 HOG는 근접화소들 간의 기울기과 방향성을 이용하여 특

징을 추출하기에 앞서 입력영상에서 식 (1)을 이용하여 x축 y축

의 기울기  , 을 구하고, 기울기의 크기 는 식 (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식 (3)는 각 축의  , 와 크기 를 이용

하여 기울기의 방향성 를 구한다[3][4].

            ,  

                    (1)

                 (2)

   tan    
  

         (3)

그림 2의 (b)는 입력영상  에 대한 각 축의 기울기로 

     으로 나타내며, (c)는 기울기 크기   을 나

타내고 (d)는 기울기의 방향성  를 입력 영상과 함께 나타

낸 것이다.

기울기의 방향성과 크기를 계산 후 히스토그램을 구성하기 전

에 Cell과 Block을 정의하여 입력 영상을 분할한다. 그림 3은 입

력영상에서의 ×의 Cell 크기와 ×의 Block으로 구성한 

영상분할을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는 Dalal이 제안한 기존 보행자 

검출 연구에서 Cell은 × 픽셀, Block은 × 셀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전기학회논문지 66권 4호 2017년 4월

684

(a) 입력영상

(Gray)

(b) 각축 기울기 (c) 기울기 크기 (d) 방향성

그림 2 기울기 크기와 방향성 이미지

Fig. 2 Image of gradient size and direction

그림 3 Cell과 Block 이미지 분할

Fig. 3 Image segmentation of cell and block 

히스토그램을 구성할 때 기울기의 방향 성분을 이용하여 bin

을 나타내는데, 기울기의 방향 성분은 크게 0~180°, 0~360°으로 

나타내며, 보통 0~180°를 20° 만큼 나눈 9개의 bin으로 구성한

다. 본 논문에서 히스토그램은 그림 4(c)와 같이 한 Cell에서 하

나씩 생성하고, 이 히스토그램은 0~180°의 기울기의 방향성분을 

이용한 9개의 bin을 생성한다. 그리고 그림 4(a)와 같이 셀 내부

에 bin에 해당하는 기울기 크기를 누적시킨다. 또한, 크기를 누적 

시키는 과정에서 Aliasing에 의한 정보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형 

보간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예로 그림 4(b)의 95° 방향성을 가

진 기울기 크기에 인접하고 있는 bin 90°과 110°에 나누어서 누

적한다[4].

(a) Block 내 Cell (b) Bin영역과 Cell의 

히스토그램

(c) Block 내 

히스토그램

그림 4 Cell 내부에서의 HOG 특징과 Block 내부의 히스토그램

Fig. 4 HOG Features inside the cell and histograms inside 

the block

× 픽셀 크기의 Cell 내부 히스토그램은 × 셀 크기의 

Block으로 구성하고, 블록에 대하여 정규화를 수행 한다. 각 블록

에 대한 정규화 방법은 norm, L1-norm. L1Sqrt, L2-norm, 

L2Sqrt, L2Hys 등 많은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L2-norm을 

이용하여 정규화를 수행하였고 영상 내 분할한 블록에 대해 정규

화 된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과정을 식 (4)-(6)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Block은 × Cell로 구성되어 있고 Cell 하나당  개 

bin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는 주어진 블록에 대해 정규화 된 히

스토그램 특징 벡터를 나타내며, 는 번째 Block의 정규화 된 

특징 벡터, 는 Cell의 특징 벡터, 는 Block 내 특징 벡터를 

나타낸다.

 ⋯                          (4)

 ∥∥ 


      ⋯           (5)

      ,    ⋯        (6)

마지막으로 각 Block의 정규화 된 히스토그램을 하나로 병합

하여 정규환 된 HOG 특징 벡터 를 생성한다. 각 Block당 정규

화 된 특징벡터 는  ××개의 차원을 가지고,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Block은 셀 하나의 크기만큼 슬라이딩하므로 

×크기의 입력 영상에서  ×개의 Block이 만들어

지므로 HOG 특징 벡터는 3,780의 차원으로 생성된다.

2.2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알고리즘을 이용한 

특징 데이터의 차원축소

영상 기반의 보행자 검출에서 중요한 요소는 높은 검출률과 빠른 인

식 속도이다. 앞 절에서 설명한 HOG 특징은 조명변화와 보행자의 옷차

림 및 색상과 형태에 대한 영향이 적기에 보행자 검출에 널리 사

용되고 있다. 하지만, HOG 특징은 입력 영상에서 Cell과 Block의 

크기에 따라 특징 차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연

산이 많고 불필요한 특징 차원에 대해서도 연산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차원의 저주와 같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 절에서 추출한 

HOG 특징을 제안하는 분류기에 학습하기 전에 주성분 분석법인 PCA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고차원의 특징 저차원으로 축소한다[3][4].

3. pRBFNNs 패턴분류기 기반 보행자 검출 시스템 설계

본 3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입력 영상으로부터 계산한 

HOG-PCA 특징 데이터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보행자 검

출 시스템의 패턴분류기 구조와 설계 방법을 설명한다. 패턴 분

류기는 다항식 방사형 기저 함수 신경망을 사용하며 제안하는 

RBFNNs는 빠른 학습시간, 일반화 그리고 단순화의 특징을 가지

며 구조 동정 방법은 전반부의 활성함수를 기존 가우시안이 아닌 

FCM(Fuzzy C-Means)클러스터링을 사용하고 후반부에서 최소자

승법(Least Square Estimator)을 사용한다[6][7]. 

3.1 pRBFNNs 패턴 분류기의 구조

본 절에서는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RBFNNs는 신경회로망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입력

층, 은닉층, 출력층이 모두 1층으로 구성된 3층 구조이다. 입력층

에서는 각 노드마다 입력변수의 개수만큼 활성함수가 존재하며, 

활성함수는 방사형 기저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고, 주로 가우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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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항식기반 RBFNNs의 구조

Fig. 5 Structure of polynimial-based RBFNNs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은닉층에서 활성함수로 변환된 출력은 은

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연결가중치 값과 곱해져 출력층의 최종 출

력으로 얻어지며, 이때 연결가중치의 값은 상수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항식 기반 RBFNNs는 기본적인 

RBFNNs와 구조적 모듈로는 동일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 3

층 구조를 사용하나, 기능적 모듈로서 조건부, 추론부, 결론부로 

3가지로 구분 된다. 또한 기존의 은닉층이 조건부에서 활성함수

로 사용하였던 가우시안 함수 대신 FCM(Fuzzy C-Means)클러스

터링에서 구해지는 적합도 값을 사용함으로써 입력 데이터의 특

성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결론부의 연

결가중치를 상수항에서 1차식 선형식(Linear)과 2차 선형식

(Quadratic), 그리고 변형된 2차 선형식(Modified Quadratic)과 

같은 다항식의 형태로 확장하여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Type 1] 1차 선형 추론 (Linear)

      
  



                     (7)

[Type 2] 2차 선형 추론 (Quadratic)

      
  



  
  



 
    

    

  (8)

[Type 3] 변형된 2차 선형 추론 (Modified Quadratic)

       
  



   

    

         (9)

여기서       , 는 입력변수의 수,      는 

j번째 규칙에 대한 후반부로서 번째 퍼지 규칙에 대한 로컬 모

델이다. 모델의 출력은 아래 식처럼 구해진다.


 



                               (10)

이와 같이 다항식 형태의 연결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아래 식

의 퍼지 규칙 표현과 같은 언어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11)

여기서 는 입력벡터, 는 FCM 클러스터링에 의한 

 ··· 번째 그룹의 소속 함수,  는  ··· 번째 

출력에 대한 번째 퍼지 규칙의 다항식이다. FCM 클러스터링을 

이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활성 함수를 언어적 측면에서

는 소속 함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식 17의 “”이후 결론부의 

다항식은 네트워크 연결가중치로, 퍼지 규칙의 로컬 모델로 동작

된다. 추론부에서 네트워크의 최종출력은 퍼지 규칙의 추론 결과

로써 구해진다. 이와 같이 개선된 RBFNNs 구조는 퍼지 규칙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며, 조건부, 결론부, 추론부와 

같이 세 가지 기능적 모듈로 분리되어 동작한다. 이러한 다항식 

RBFNNs의 구조 동정과정인 전반부 동정과 후반부 동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2 전반부 구조 동정 : FCM(Fuzzy C-Means) 클러스터링

본 절의 전반부 구조 동정은 주어진 데이터의 입력변수의 선택

과 맴버쉽 함수 형태(삼각형 또는 가우시안 함수 등)를 결정한다. 

본 논문의 제안하는 RBFNNs는 기존 가우시안 함수 대신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8]. FCM(Fuzzy C-Means)클

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비슷한 패턴, 속성, 형태 등의 기준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와 각 클러스터와의 거리

를 기준으로 소속정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분류한다. 이는 활성 

함수의 적합도 개념과 동일해 다항식 기반 RBFNNs 모델의 은닉

층 활성함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3.3 후반부 파라미터 동정 : 최소자승법(Least Square Estimator)

후반부 다항식의 파라미터 계수는 Least Square Estimator 

(LSE)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모델을 설계한다. LSE는 오차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추정하며 후반부 다항식들의 계수를 

한 번에 구하기 때문에 전역 모델의 학습에 수행 가능하다. LSE

에서의 성능평가함수 을 행렬 형식으로 표현하면 식 (12)와 

같다.

  
                       (12)

여기서 는 후반부 다항식 파라미터 계수, 는 출력 데이터, 

는 FCM의 소속행렬이 곱해진 입력데이터의 행렬로 는 입력행

렬, 는 소속행렬을 의미한다. 후반부 구조가 Linear일 경우 

   행렬은 다음과 같은 식 (13)로 표현 되며, 여기서 m은 

데이터의 수이며, k는 입력수의 수, c는 규칙 수(클러스터 수) 가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이에 전역 모델에 대한 행렬은 식 (14)와 같으며 후반부 다항

식의 계수행렬 는 확장행렬을 구하고 가우스 소거법(Ga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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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mination)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식 (15)과 같이 역행렬에 의해 

구해진다.

                         (14)

     (15)

4.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행자 추적 시스템 설계

본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분류기를 통해 검출된 보행자 

후보 중 추적 대상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추적을 수행하기 위해 

객체 추적 알고리즘인 Mean Shift와 CAM Shift에 대해 설명한

다. Mean Shift는 평균이동 알고리즘으로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포에서 주요한 모드는 찾거나 클러스터링 방법에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비모수적 밀도 추정과 색상 히스토그램

을 이용하여 영상 추적이 가능함에 객체 추적분야에도 사용된다.

4.1 일반적인 Mean Shift 알고리즘

Mean Shift는 1975년 Fukunaga와 Hostetler에 의해 제안된 

비모수적(Non-Parmetric) 밀도 추정 방법으로 제안 e기에 주목 

받지 못하다가 1995년 Y.Cheang에 의해 뛰어난 밀도 추정 방법

으로 재발견된 알고리즘이다.

Mean Shift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포에서 주요한 모

드를 찾거나 클러스터링, 물체의 윤곽선, 영상 세크멘테이션

(Segmentation), 스무딩(Smoothing)등 다양한 활용성을 지닌다, 

Mean Shift의 기본적인 탐색 방법은 그림 6과 같으며, 어떤 데

이터 분포에서 Peak 또는 무게 중심을 찾는다고 가정하면, 현재 

자신의 주변에서 가장 데이터가 밀집된 방향으로 탐색 윈도우를 

이동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포 중

심을 찾는다.

(a) 데이터 분포 (b) 데이터 분포 

표현

(c) Mean Shift 주요한 모드 

탐색

그림 6 Mean Shift 알고리즘 구성

Fig. 6 Flow of mean shift algorithm

4.2 Mean Shift를 이용한 객체 추적

Mean Shift는 사실 일반적인 탐색 방법의 도구로서 두 가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객체를 탐색하고 추적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두 확률 밀도는 목표 모델(Target Model)확률과 목표 

후보(Target Candidate)확률로 나누어지며, 식 (16)과 식 (17)과 

같다.

 


 




 



  




              (16)

   
  




 



 

 







 







              (17)

여기서, 는 히스토그램의 눈금으로 영상의 밝기이다. 일반 디지

털 흑백 영상은 0~255의 8bit 범위를 가지는 밝기 정보를 가지

고 있다. 그리고 는 크로네커 델타 함수, 는 epanechnikov 커

널이다. 평균 이동에서 커널은 가중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

추적 모델과 추적 후보의 확률 밀도 함수는 커널 함수에 의하

여 가중된 컬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가중치는 

식 (1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상 안의 좌표에 의하여 달라진다. 

이 두 확률 밀도 함수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높은 쪽으

로 추적하며, 이 유사도는 바테챠리야 계수(Bhattacharrya 

coefficient)이며 아래 식 (18)와 같이 나타난다.

      
  



                  (18)

유사도가 높은, 즉 바테챠리야 계수가 높은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벡터를 쫓아서 반복 연산을 수행하여 

최종 위치를 정한다. 평균 이동 벡터는 식 (19)과 같다.









  






  




  





                         (19)

하지만 직접 히스토그램을 비교할 경우 모든 가능한 탐색 윈

도우 위치에 대해 각각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또 유사도를 비교해

야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istogram 

back projection 기법과 앞서 설명한 Mean Shift 방법을 결합하

여 사용한다. 즉, 영상에서 추적 대상이 정해지면 해당 대상의 히

스토그램을 구하여 객체 모델로 저장 후 이후 입력 영상에 대해 

Histogram back projection을 이용해 입력 영상의 픽셀 값들을 

확률 값으로 변경한다. 이후 확률 값 분포에 대해 Mean Shift를 

적용하여 객체를 추적 한다.

Histogram back projection은 현재 입력 영상에 있는 픽셀 

색상 값이 추적 하고자 하는 대상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색인지 수치화 하는 과정이다. 추적 대상 히스토그램을  , 입력 

이미지를 의 픽셀 에서의 색상 값을 라 하면 Histogram 

back projection인 는 식 (20)과 같다.






 
                            (20)

다음 Histogram back projection을 통해 계산된 을 확

률 값으로 하여 식 (21)을 통해 이전 영상 프레임에서 물체의 위

치를 e기 위치로 사용하여 Mean Shift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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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

즉, 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현재 탐색 윈도우 내 픽셀 좌표

들의 가중평균 위치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가 새로운 탐

색 윈도우의 중심이 되도록 탐색 윈도우를 이동시키며 수렴할 때

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위 식 (34)의  는 커널 함수를 나타

내고, 은 현재 탐색 윈도우에서 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Mean Shift를 적용을 위해 목표 모델의 히스토그램과 가중치

에 의한 새로운  에 대한 히스토그램 사이의 유사도는 

앞서 설명한 바테챠리야 계수를 사용하여 유사도가 높은 방향으

로 벡터를 생성하고 탐색 윈도우를 이동시킨다. 이를 반복 수행

하여 최종 위치로 이동하며 추적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그림 7

과 같다.

그림 7 Mean Shift를 이용한 객체 추적 과정

Fig. 7 Process of object tracking using mean shift.

4.3 Cam Shift를 이용한 객체 추적

앞 절에서는 Mean Shift를 이용한 추적에 대해 기술하였다. 

하지만 Mean Shift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객체의 모양이나 크

기나 색상이 변화되어도 확률분포를 다시 계산하여 업데이트하지 

않은 고정된 분포에 기반 하기에 객체가 커지나 작아질 경우 추

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 하고자 Briadski는 연

속되는 Video에서 객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Cam 

Shift(Continuously Adaptive Mean Shift)를 제안하였다.

Cam Shift는 얼굴 추출을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기본적인 알

고리즘은 색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프레임에서 추적대상이 중심

으로 이동하는 Mean Shift와 같으나 목표의 크기 및 각도를 같

이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진다.

[Step1] 탐색 윈도우의 e기 위치 및 크기를 정한다.

[Step2] 탐색 윈도우 내의 명함 분포 중심을 구한다.

[Step3] Mean Shift 알고리즘을 반복한다.

[Step4] 다음 프레임에서 탐색 윈도우의 위치와 크기를 [Step2]

에서 얻어진 명암 분포 중심으로 바꾼다.

[Step5] [Step2]~[Step4]를 반복한다.

객체 추적 후 영상 내 목표물의 크기 및 각도는 탐색 윈도우 

내 명암분포의 1차, 2차 모멘트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각각

의 모멘트는 식 (22)과 같다.

 






 






 






                          (22)

여기서   는 입력 영상을 나타내고,  는 탐색 윈도우의 

범위를 나타낸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중간 변수 a, b, c를 식 

(23)와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는 탐색 윈도우의 중심을 나

타낸다.



 


 





















                          (23)

탐색 윈도우 내에 검출된 명암 분포의 가로 , 세로  크기 

및 각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an  



                (24)

5. 실험 및 결과고찰

5.1 실험의 전체 개요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영상 감시를 위해 HOG-PCA 특징을 

이용한 pRBFNNs 패턴분류기 설계하여 보행자 검출을 수행한다. 

그리고 검출된 보행자에서 추적 대상을 선택하여 객체 추적 알고

리즘인 Mean Shift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추적을 수행한다. 그림 

8은 본 실험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며 제안하는 분류기를 학

습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INRIA Person Dataset을 이용한

다. 실험에 사용한 INRIA 데이터는 × 크기의 보행자 이

미지 902장과 × 크기의 비보행자 이미지 1,218장으로 z 

2,120장의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자를 검출하기 위한 

제안하는 패턴분류기를 설계하고 기존에 제안된 분류기와 비교를 

하기 위해 학습 및 테스트 이미지를 Dalal이 제안한 방법의 이미

지를 사용하였다. 즉 학습 및 테스트 이미지 당 HOG 특징을 구

하고 PC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차원의 특징을 저차원으로 축

소한다. HOG 특징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기존의 보

행자 검출 연구에 사용한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PCA를 통한 차원 축소는 30차원으로 축소하여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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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Cell size × pixel

Block size × Cell

overlap rate 8 pixel

bin 9

pRBFNNs 패턴분류기를 학습하고 테스트 이미지를 통해 보행자 

검출률을 산출하여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 

프레임인 비디오 영상에서 보행자를 검출하고 검출된 보행자 중 

추적 대상을 설정하여 Mean Shift와 Cam Shift를 이용하여 추

적을 수행한다. 

그림 8 HOG-PCA 특징 기반 pRBFNNs 패턴분류기 설계 및 객

체 추적 알고리즘을 통한 추적 과정 

Fig. 8 Design of pRBFNNs pattern classifier and overview 

of experiment

5.2 실험 데이터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RBFNNs 패턴분류기를 학습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INRIA Dataset을 이용한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구성은 × 크기의 보행자, 비보행자 이미지를 제안하는 분

류기에 학습하기 위해 ×의 Window 크기로 분할하여 본 실

험에서 제안하는 Dataset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Window 크기로 분할 시 보행자 이미지인 경우 보행자라고 판단

할 수 있는 위치를 Window 크기로 분할하였으며, 실험데이터 구

성하였으며 각 Dataset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INRIA 보행자 데이터 구성

Table 1 INRIA　Person dataset

구분 Number of Data

INRIA Person
Dataset

Total

보행자
(size)

902장

(×-pixel)

비보행자
(size)

1,218장

(×-pixel)

Dataset 
In this study

Train

보행자
(size)

960장

(×-pixel)

비보행자
(size)

960장

(×-pixel)

Test

보행자
(size)

240장

(×-pixel)

비보행자
(size)

240장

(×-pixel)

다음 아래 그림 9는 표 1의 INRIA Person Dataset에서 본 실

험에서 제안한 이미지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a), (b)는 학습을 

위한 보행자 이미지, 비보행자 이미지들이고 (c), (d)는 테스트를 

위한 보행자 이미지, 비 보행자 이미지들을 모아둔 것이다. 

(a) Person of Training (b) Non-Person of Training

(c) Person of Testing (d) Non-Person of Testing

그림 9 INRIA Person Dataset에서 학습 및 테스트 이미지

Fig. 9 Training and testing images in INRIA person dataset

5.3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OG-PCA 특징을 이용한 pRBFNNs 

패턴분류기를 보행자 검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Matlab2014a

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와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분류

기의 성능을 평가를 위해 식 (25)의 분류율(classification rate)을 

이용하여 패턴 분류율을 나타내었고 식(26)의 MSE를 사용하여 

성능 지수로 나타내었다.

 분류율  

×                  (25)

  오분류수   전체분류수데이터수

  


 




  



 


                   (26)

입력 영상으로부터 HOG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Dalal이 제안한 기존 보행자 검출에 사용한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해당 파라미터 정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HOG 특징 추출 설정 파라미터

Table 2 Setting of HOG feature extraction parameters

다음 아래 표 3는 제안하는 패턴분류기의 설계를 위한 설정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제안한 분류기를 Dataset로 학습 통해 설계된 보행자 검출 시

스템은 다양한 임의 크기의 입력 이미지에서 보행자를 검출하기 

위해 영상에서 윈도우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동 시키면서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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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RBFNNs 패턴분류기 파라미터 

Table 3 Setting of pRBFNNs Pattern Classifier parameters

Parameter Value

퍼지화 계수 2.0

Number of Rules 2~30

학습 방법 LSE

평가 방법 MSE

Polynomial Type Linear

PCA 차원 축소 30

그림 10 윈도우 슬라이딩 방식의 탐색

Fig. 10 Searching by window sliding

(a) 여러 개의 후보 영역 (b) NMS를 통한 영역 검출

그림 11 여러 개의 후보 영역에서 NMS를 이용한 보행자 검출

Fig. 11 Pedestrian detection using NMS from multiple 

overlapping bounding boxes

표   4 본 연구의 Dataset을 통한 검출률 비교

Table 4 The comparison of detection rates with dataset of 

this study

Rules PCA
Proposed HOG-PCA pRBFNNs

PCR-training PCR-test MSE-training MSE-test

2

30

96.15 94.79 0.2019 0.2290

3 96.41 95.63 0.1677 0.1976

4 96.93 95.42 0.1586 0.1929

5 97.34 95.83 0.1434 0.1774

6 97.50 96.04 0.1341 0.1708

7 97.86 95.83 0.1256 0.1660

8 98.02 96.88 0.1177 0.1603

9 98.39 96.67 0.1078 0.1605

10 98.54 96.88 0.1038 0.1610

15 99.43 96.67 0.0848 0.1615

20 99.84 97.08 0.0725 0.1819

25 99.95 97.29 0.0612 0.1806

30 99.95 96.67 0.0520 0.2056

구분
HOG-SVM

Proposed HOG-PCA 

pRBFNNs

평균 검출율 FPS 평균 검출율 FPS

PEST 2010 86.72 % 0.45 90.62 % 2.38

수원대학교 76.82 % 1.28 80.82 % 3.28

표   5 동영상에서 보행자 검출 결과

Table 5 Pedestrian detection results in video

자를 검출한다. 이 이미지에서 검출하려는 보행자의 크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탐색 윈도우를 1.2배씩 증가 하여 여러 개의 윈도

우의 크기의 보행자를 후보 영역을 검출한다. 그림 10은 여러 개

의 윈도우 크기를 슬라이딩 하여 보행자를 검출하는 과정을 나타

내며, 그림 11는 여러 개의 윈도우 크기에서 검출한 보행자 후보

영역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비최대 억제 기법(NMS: non- 

maximum suppression)을 이용하여 검출된 보행자를 나타낸다.

5.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HOG-PCA 특징을 이용한 pRBFNNs 패턴분류

기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검출하고 객체 추적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추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분류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표 1에서 제시한 INRIA Dataset으

로부터 본 실험에서 제안한 Dataset에 대하여 각각 학습 및 테스

트 이미지를 구성하고 제안한 HOG-PCA 기반 pRBFNNs를 규칙 

수를 늘려가면서 보행자 검출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는 본 실험에서 제안한 Dataset 실험 결과로 보행자, 비보

행자 이미지를 각각 960장씩 학습하고 테스트는 240장씩 사용하

여 z 학습 1,920장, 테스트 480장이 사용되었다. 각 이미지를 제

안하는 RBFNNs 패턴분류기에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780

차원의 HOG 특징을 계산하고 PCA를 이용하여 30차원의 특징으

로 축소하였다. 

표 4에서 HOG-PCA pRBFNNs 패턴분류기의 규칙수를 변화

해가면서 보행자 검출을 수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규칙수가 높을

수록 학습률이 높아 검출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칙수

가 8일 때가 테스트 성능지수 MSE-test의 가장 좋았으며, 9이상

부터는 학습 성능지수는 감소하나 테스트 성능지수가 오르기 시

작하였다. 이는 Overfitting 문제로 분류기가 학습 데이터에 의존

해 성능이 좋아져 일반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규칙수 8의 분류율 PCR-test 결과 96.88%의 높은 성

능을 확인하였지만 분류율 기준으로 높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규칙수를 더 높인 25로 하였을 때 PCR-test 97.29%로 가장 좋

은 분류율을 확인하였다. 

표 5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동영상의 평균 검출률과 e당 처

리속도 FPS(Frame Per Second)를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영

상은 640x480 크기로 128x64의 윈도우 슬라이딩을 이용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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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HOG-SVM과 HOG-PCA pRBFNNs의 비교 결과 기존의 

HOG-SVM은 입력데이터의 축소 없이 3780의 특징을 모두 사용

하였기에 많은 연산으로 인한 처리속도 저하가 발생하였고 특징

안에 잡음 데이터에 의한 검출률 저하도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HOG-PCA pRBFFNs는 입력데이터를 30차원으로 축소하

여 특징이 강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검출률이 기존보다 좋았

고 윈도우 슬라이딩 당 연산량이 적어 처리 속도 또한 좋았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분류기를 통해 검출한 보행자를 선택하

여 지속적인 추적하기 수행하기 위해 Mean Shift와 Cam Shift 

객체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행자 추적 결과를 그림 12에 나

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검출된 보행자 중 붉은 옷을 입은 보행

자를 선택하여 평균 이동과 Cam Shift를 이용한 보행자 추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 이동은 목표모델의 히스토그램 역투영을 이용하

여 추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객체가 커지거나 작아짐에 검색 윈도

우는 변하지 않아 추적 대상이 화면 속에서 크기가 변해도 윈도

우 사이즈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Cam Shift는 객체 변화에 적응

하여 탐색 윈도우가 변하지만 중간에 발산에 의한 윈도우가 의도

치 않게 크게 변화거나 작게 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추후 이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특징 추출방법 외 인

접된 영상간의 차분 혹은 추정된 배경과의 차분을 통한 움직임 

변화 영역으로부터 객체를 검출하는 배경 모델링을 이용한 차분 

방법과 관심영역 크기 보정을 통한 개선을 통한 보행자 검출 및 

추적을 수행할 예정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보행자를 검출 

및 추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안하는 HOG-PCA 특징을 이용한 

pRBFNNs 패턴분류기 기반 보행자 검출과 Mean Shift, Cam 

Shift을 이용한 지속적인 추적에 대해 제안하였다. 실험은 HOG- 

SVM와 HOG-PCA pRBFNNs 패턴분류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에서 

보행자 검출 실험 결과 기존의 HOG-SVM은 불필요한 잡음을 포

함한 고차원의 특징으로 인한 많은 연산이 처리속도 및 검출률 

저하를 확인하였고 PCA를 이용하여 입력 차원을 축소한 HOG- 

PCA pRBFNNs 패턴분류기를 통해 좀 더 빠른 처리속도 및 높

은 검출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추적 실험하기 위해 검출

된 보행자에서 특정한 객체 하나를 선택하여 객체 추적 알고리즘

인 평균이동과 Cam Shift를 이용한 추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평균이동은 윈도우 사이즈 변화 없이 지속적인 추적을 하나 객체

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윈도우 내 명함분포를 이용한 Cam 

Shit 추적을 수행한 결과 추적을 수행하나 객체에 변화에 의해 

윈도우 사이즈가 변해 지속 불가능한 추적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개선으로 인접된 영상간의 차분 혹은 추정된 배경과의 차분

을 통한 움직임 변화 영역으로부터 객체를 검출하는 배경 모델링

을 이용한 차분 방법과 관심영역 크기 보정을 통한 추적 개선 

및 분류기 성능의 향상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

의 파라미터를 통한 최적화된 분류기를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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