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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멀티 카메라 시스템은 넓은 영역을 커버하거나 이동 중인 물체를 트래킹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하나의 카메라가 커버하는 영상이 가려지

면 정보를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멀티 카메라 시스템은 하나의 영역을 여러 카메라가 커버하

도록 하여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시점의 카메라에서 수집되는 영상의 경우, 

영상에 따라 담고 있는 정보가 다르므로 여러 카메라의 입력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멀티 카메라 환경에서의 이벤트 인식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사무실 환경에 8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영상

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영상은 전문가에 의해 어노테이션 된 후 인식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며, 

학습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구조와 파라미터를 도메인 지식에 기반해서 수정하여 최종 

이벤트 인식 모델을 설계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이벤트 인식 모델의 인식률은 평균 

87.0%로 Naive Bayes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카메라의 보급화와 압축, 저장, 디지털화 등 멀티

미디어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동영상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 이는 공

공건물에서의 CCTV를 비롯해 개인용 휴대 단말기에 이

르기까지 많은 동영상들을 수집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

러한 동영상 데이터들은 텍스트문서나 음성, 그림파일 

등의 다른 데이터 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정

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방송의 대상이 되는 무대나 대형 매장, 사무실, 스포츠 

경기에서는 넓은 영역과 다양한 각도를 커버하기 위해 

많은 수의 카메라가 사용 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카

메라에서 수집되는 영상의 경우 영상에 따라 담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이 다를 뿐 아니라, 카메라의 시각의 겹

치는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가장 근접하는 정확하고 자세한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무실 환경에서 수집된 영상 내의 이

벤트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수집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사물 등의 개체와 이들 사이에

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

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설계하

고 테스트하였다.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이벤트들을 사

전에 정의하였으며, 카메라는 동일한 이벤트를 여러 방

향에서 비추도록 설치하였다. 이러한 멀티카메라를 통해 

수집한 영상은 전문가에 의해 수동으로 어노테이션하여 

모델의 학습 및 검증에 활용하였다. 

2. 관련 연구

2.1. 멀티카메라 시스템

  기존 멀티카메라 연구에서 멀티카메라 환경은 주로 넓

은 영역을 커버하거나, 이동중인 사람,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J. Black 등은 실외환경에서의 움직이

는 물체를 추적하고 검출하기 위한 멀티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하였고[2], 최근에는 실내 환경에서의 멀티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Y. Sumi 등은 학회

장에 설치되어진 센서와 멀티카메라를 이용해 피험자들

의 행동을 분석하였고[3], G.C. de Silva 등은 유비쿼터

스 환경 내에서 가정 내 구성원들의 정보를 요약하거나 

검색하기 위해 멀티카메라를 사용하였다[4].   

  멀티 카메라 시스템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한 명의 

피험자 또는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카

메라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사각지대나, 사

람과 물체의 방향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이 가려

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

의 경우 원하는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이러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베이지안 네트워크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최근 복잡한 도메인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확률 모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5]. 

이는 모델링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 

사람의 움직임과 이벤트 등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상처리 분야에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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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6]. 또한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로도 

추론이 가능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확률값을 얻을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7].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써, 베이즈 규칙을 사용하여 도메인 

변수들 간의 확률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모델이다[8]. 

노드간의 관계는 원인이 되는 노드와, 그 영향을 받는 

결과 노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과 노드는 자신에 

대한 초기 확률값 또는 원인노드와의 의존성을 고려한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가진다.

  S. Gong등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인

간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며[9], Y. 

Luo 등은 스포츠 비디오 내에서 사람의 머리, 손, 발 등

의 좌표로 전체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인식하는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Dynamic 

Bayesian Network)를 사용하였다[10]. S. Hongeng 등

은 한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확률론에 기반한 유한상태 오토마타(Finite 

state Automata)를 사용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델링 과

정에서 도메인 지식을 사용하여 이벤트 노드와 증거 노

드 간 계층을 설정해 정확도를 높이는 등의 차별성을 두

었다.    

   

3.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이벤트 인식 모델링

3.1. 실험환경 설정

  사무실 내에서의 실제 영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연구

실 내에 4m×4m 영역을 목적영역으로 설정하고 8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림 1은 실험환경 내에서의 카메

라의 위치와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영역을 보여주며, 그

림 2는 8대의 카메라를 통해 실제로 수집한 영상을 보여

준다.  

 

그림 1. 카메라의 위치와 시각 영역

그림 2. 멀티 카메라를 통해 수집한 영상

실험에 사용되어진 카메라는 소니 네트워크 카메라

(SNC-P5)로써, 영상은 320×240의 해상도에 15fps의 

MPEG 동영상 포맷으로 저장하였다. 

     

3.2. 이벤트 정의 

  이벤트 인식 모델 설계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에, 사무실 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8가지 이벤트를 

사전에 정의하였다.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와 피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물체와의 관계, 시선

방향,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 위치 등을 알아야 하므로, 

이벤트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피험자 수, 사용하고 있는 

물체, 위치, 시선방향, 자세 등을 고려하였다. 물체의 위

치는 실험 영역을 4×4 격자로 나누고, 위에서부터 차례

로 1부터 16번까지의 번호를 이용해 구분한다. 정의된 

이벤트는 아래와 같다. 

●  Calling(A, phone) if location(A, 1|2|5)

●  Cleaning(A, vacuum machine)

●  Conversation(A, B)

●  Meeting(All, note)

●  Presentation(All, computer) if location(A, 1|4|16)

●  Work(A, computer) if location(A, 1|4|16)

●  Study(A, note) if location(A, 1|4|16)

●  Sleeping(A) if pose(A, rest)

3.3. 이벤트 어노테이션

  이벤트의 인식을 위해서는 그 단서가 되는 사람이나 

물체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SIFT 

등의 알고리즘을 이용하기도 하지만[12], 어노테이션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내에서 보이는 장면, 물체 등에 

대한 정보를 사람이 직접 어노테이션하기도 한다[13]. 

  본 논문에서도 앞의 이벤트 정의에 따라 이벤트 발생 

시의 피험자 ID, 물체, 위치, 시선방향, 자세, 이벤트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어노테이션을 수행하였다. 어노테이

션 된 데이터는 이벤트 인식의 단서로 쓰임과 동시에 

BN 설계에 앞선 참고용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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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실제 어노테이션에 사용된 툴을 보여준다.

그림 3. 어노테이션 툴

3.4. 이벤트 인식 모델

  이벤트 인식 모델의 설계를 위해, 8대의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들을 어노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하

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정확한 이벤트 모델을 생

성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의 대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

의 학습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사

무실 환경 내의 일상적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에 기반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시나리오 상에는 없지

만 실제로는 발생 가능한 이벤트에 한해 데이터를 추가

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에 따라 모델의 학습 결과가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모델 생성을 위해 이

벤트별 데이터 수를 50개로 맞추었다. 

  이렇게 구성한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 및 파라미

터 학습을 하였으며, 이때 도메인 지식을 사용하여 이벤

트 노드와 증거노드의 계층을 설정하였다. 학습의 결과

로 얻어진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는 노드별 조건부 확률 

값을 분석하여 수정하였다. 물체에 관련한 확률 증거 값

을 넣어줄 경우, 물체 노드간의 연결은 의미가 없어지므

로 이를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정된 이

벤트 인식 모델을 바탕으로 이벤트가 확실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파라미터 값을 0.999999로, 일어나지 않는 경

우에는 0.000001로 변경하였다. 완성된 이벤트 인식 모

델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이벤트 인식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 

  멀티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여러 개의 영상을 하나의 영

상으로 통합하면, 같은 시간대에 두 명 이상의 피험자가 

각각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모델 

구조를 생성 후 이를 각각 피험자에게 독립적으로 적용

하였다.

4. 실험 결과

4.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을 통해 얻어진 영상은 사무실 내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 3명의 피험자

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계한 후, 시나리오에 따라 

촬영 되었다. 시나리오의 총 길이는 9분이며, 오전 9시

부터 6시까지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을 1분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5은 실제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시나

리오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5. 설계된 시나리오의 예 

  

  추가 데이터의 수집 역시 다른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4.2 이벤트 인식 실험

  제안하는 이벤트 인식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별 이벤트 인식 실험을 하였다. 인식 실험을 위해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에서 이벤트를 제외한 피험자, 물

체의 정보를 증거 값으로 넣어주고 이벤트 인식 모델을 

통해 이벤트를 추론하였다. 모델은 각 데이터에 대해 8

개의 이벤트 중 가장 큰 확률 값을 보이는 이벤트를 인

식의 결과로 돌려준다. 이 결과 값과 어노테이션 툴을 

사용해 레이블링 된 실제 이벤트를 비교하여 인식률을 

계산하였다.

 

그림 6. 이벤트 인식 실험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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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은 피험자별 이벤트 인식실험을, 제안하는 모델

을 이용하여 10회 반복한 결과를 box plot의 형태로 보

여준다. 실험 결과 가장 낮은 인식률을 보인 

Presentation은 이벤트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영상, 

즉 컴퓨터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할 때 여러 명의 피험자

들이 컴퓨터나 다른 물체의 사용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

는 Conversation(인식률 67%)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그림 7은 Naive Bayes와의 성능 비교 평가 결과를 보

여주며, 제안하는 이벤트 인식 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우

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aive Bayes

는 증거 노드와 이벤트 노드를 모두 연결한 모델이다. 

그림 7. Naive Bayes와의 성능 비교 평가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사무실 환경에 설치된 멀티카메라를 통

해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이벤트를 인식하기 위해 베이지

안 네트워크 기반 이벤트 인식 모델을 제안하였다. 8대

의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영상 정보들을 각각 전문가에 

의해 어노테이션 된 후 통합되어 학습데이터로 생성하였

고, 학습되어진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구조와 파라

미터를 도메인 지식에 기반해서 수정하여 최종 이벤트 

인식 모델을 설계하였다. 제안한 이벤트 인식 모델의 이

벤트 인식률은 86.0%로 Naive Bayes와 비교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향후에는 이벤트 인식에서 나아가, 인식 결과를  바탕

으로 상위 레벨에서의 영상검색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결과인 이벤트 별 인식 

확률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검색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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