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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의 비전 감시 시스템에 응용할 객체의 이벤트 인식 방법을 정의

한다. 객체의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산 시간이 적어야하며 이벤트 인식 정확률 또한 

높아야 한다. 기존의 규칙 또는 확률 기반 이벤트 인식 방법은 객체의 움직임 이벤트에 대해 한정적이거

나 객체의 특징 벡터 추출이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이벤트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

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독립 객체의 특징 벡터와 확률 정보를 통해 정해진 규칙

에 가장 가까운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종류의 정보들 중에서 동영

상과 같은 시각 정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크며, 

가장 효율적인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영

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보이는 객체를 추출하거

나 객체의 특징 분석을 통해 컴퓨터 비전을 자동화 시스템

으로 확장하는 동영상 처리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1,2]. 

객체 인식은 감시 시스템에서 객체의 특징을 추출하여 행

동을 인식 및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객체의 의미 해석 또는 영상 내에서의 이벤트 탐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 객체의 단위를 사람으로 설정하고 

독립 객체의 이벤트 인식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벤

트 인식을 위한 전처리 과정인 배경 모델링, 객체 인식, 

그리고 객체 추적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

었고 현재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4]. 독립 객체에 대한 이벤트 인식에 대해 A. Amer와 

R. Cucchiara가 제안한 방법은 객체의 움직임에 대해 한

정적으로 이벤트를 적용하거나 바운딩 박스의 크기 등 

특징 벡터 추출이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벤트 인

식 과정의 오류로 작용되어 이벤트 인식의 정확도가 떨

어지는 문제점이 있다[1,5]. 

  본 논문에서는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발생하는 객

체의 일반적인 이벤트를 정의하고 특징 벡터와 정의된 

이벤트 규칙을 통해 이벤트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한다. 입력 영상에서 인식된 객체로부터 속도, 방향, 

색상, 바운딩 박스 크기, 중심점 등의 특징 벡터를 구하

고 시간에 따른 특징 벡터값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의된 

이벤트 규칙에 따라 프레임별 단위로 해당 객체의 이벤

트를 인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이벤트를 인식하는 방법

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연구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객체의 이벤트 정의 및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벤트 인식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

론을 맺고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이벤트 인식 방법의 이해 및 관련 연구

 

 2.1 규칙 기반의 독립 객체 이벤트 인식 및 관련 연구

  규칙 기반의 이벤트 인식은 독립적으로 나타난 객체를 

추적하고 동일 객체로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매 프

레임 또는 주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체의 행동

을 규칙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객체의 특

징 벡터를 기반으로 미리 이벤트에 대한 규칙을 정의하

고 시간에 따른 객체의 특징 벡터가 어느 규칙에 만족하

는가를 판단하여 해당 객체의 이벤트를 인식하는 것이

다. 즉 규칙 기반의 이벤트 인식 방법은 현재 환경에서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의 규칙을 

정의하고 매 프레임 객체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각 규

칙에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 연구된 규칙 기반의 독립 

객체 이벤트 인식 방법은 A. Amer에 의해 제안된 방법

과 I. Haritaoglu에 의해 제안된 W
4
의 통계적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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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 Amer가 제안한 방법은 실내 또는 실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 객체의 행동 분류를 4개의 도메인으로 나

누고, 각각의 도메인을 다시 세부적인 이벤트로 정의하

였다[1]. W
4
는 미리 정의된 템플릿의 수직/수평 히스토

그램과 현재 인식된 객체의 수직/수평 히스토그램간의 

유사도를 구하여 가장 높은 값을 현재 객체의 이벤트로 

인식하게 된다[6]. 두 방법 모두 확률을 통한 이벤트 인

식과 다르게 특별한 학습 과정이 필요 없고, 특징 벡터

를 바로 추출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적은 장점을 가진

다. 그러나 한정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 벡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전 감시 시스템에 완전히 적용할 수 

없고 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2 확률을 통한 이벤트 인식 및 관련 연구

  확률을 통한 접근 방식은 이전의 다양한 영상으로부터 

특징 벡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사전 확률 값을 

적용하여, 새롭게 입력되는 영상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가장 큰 사후 확률 값

을 가지는 이벤트를 해당 객체의 이벤트로 인식하는 것

이다. 따라서 확률을 통한 이벤트 인식은 어떤 특징 벡

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

문에서는 확률을 통한 이벤트 인식을 위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베이즈 이론을 바탕으로 노드와 

방향성을 가지는 아크(arc)로 구성된 방향성 그래프이다

[7]. 각 노드는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건부 확

률 테이블(CPT,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을 가지

고, 아크는 노드와 노드간의 확률 의존성을 나타낸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은 현실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노드로 정의하고 해당 이벤트

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들 또한 노드와 노드간의 상관관

계에 따라 아크를 설정한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 각 노드의 조건부 확률 값을 구하고 사후에 발생되

는 증거를 이용하여 사후 확률 값을 추정하게 된다. 각 

조건부 확률 테이블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확률 값으로 

구성된다.     

  각 노드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 확률 계산은 결합 확률 

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로 결정되는데,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간의 체인 규칙이 존재한다. 확률을 표

현하는 방법은 식 (1)과 같이 나타내고, 각 는 노드 

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값이다

 


.

(1)

  베이지안 추정은 자식 노드에 대한 현재 증거를 바탕

으로 부모 노드의 사후 확률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도 함수(likelihood function)를 통해 수행된다[2].  

  확률을 통한 이벤트 인식은 독립된 객체의 특징 벡터

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보다 정확성이 뛰어나다. 그 

이유는 확률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상

황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정의했기에 현재 발생한 이벤트가 이

미 정의된 이벤트 중에 특정한 이벤트에 가깝다는 것으

로 결론을 내므로 신빙성이 높아진다.   

  R. V. Babu는 입력 영상에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프

레임 내의 객체로부터 MHI(motion history image), MFH

(motion flow history)를 정의한 후 특징 벡터를 추출한

다. 이 특징 벡터들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학습한 후 

WALK, RUN, JUMP 등의 이벤트를 해석하였다[8]. G. 

Guler는 MEET, Approach, MOVE TOGETHER, Move 

away 등의 이벤트를 정의하고 객체의 크기 변화, 객체간

의 거리 변화, 객체의 이동 거리를 관측치로 하여 해당 

이벤트를 인식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각 이벤트간의 상

태 정리가 발생하고 각 관측치로부터 전이 확률을 정의

하였다[9]. 

  R. V. Babu와 G. Guler의 확률을 통한 이벤트 인식 

방법은 독립된 객체의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보다 정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확

률 모델들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보이고, 학습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문제점이 있다. 확률 모델의 노드 또는 상태의 개

수에 따라 현재 인식된 이벤트를 해석하는 과정의 연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규칙 기반 이벤트 인식 방법에 비해 

실시간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3. 독립 객체의 이벤트 인식 

  객체의 특징 벡터는 독립 객체의 이벤트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각 특징 벡터의 특성에 따라 이

벤트의 규칙이 정의되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체의 이벤트가 인식된다. 본 논문에서는 표 1에서 정

의한 특징 벡터를 객체로부터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벡

터에 확률 정보를 더하여 그림 1에서 정의한 이벤트 규

칙에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벤트를 현재의 이벤트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표 1. 객체로부터 추출되는 특징 벡터

특징 벡터 설명

바운딩 박스

(bounding box)
 인식된 객체의 둘레 정보

중심점(center point)  객체의 중심점 좌표값

속도(velocity)  객체의 평균 이동 속도

방향(direction)  객체의 이동 방향

색상(color)  객체의 RGB 대표 색상 정보

질감 템플릿 영상

(texture template)

 겹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질감 영상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

(segmented motion 

orientation vector)

 동일한 방향의 움직임을 가지는 

 벡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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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객체의 이벤트 인식은 정의된 규칙과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객체의 특징 벡터에 따라 진행된다. 주-이벤

트는 독립 객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으로 객체가 

인식되는 과정에서부터 객체가 영상 내에서 사라지는 이

벤트들로 구성된다. 영상 내에 객체가 존재하기 시작하

면서 들어오다(ENTER) 이벤트가 인식되고, 객체가 존재

하는 동안 움직이다(MOVE) 이벤트가 발생한다. 객체가 

영상 내에서 사라지게 되면 나가다(EXIT) 이벤트가 발생

한다. 주-이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이벤트, 상

호-이벤트는 해당 객체의 특징 벡터를  주기 프레임 또

는 매 프레임마다 추출하고 객체의 현재 이벤트와 정의

된 규칙을 통해 상태 전이가 된다. 인식된 해당 객체의 

이벤트는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저장되고 EXIT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객체 추적을 수행하지 않

는다.

              

      그림 1. 규칙 기반에 의해 정의된 이벤트

       

  움직임-이벤트는 객체의 속도 특징 벡터와 함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함께 사용하여 걷다(WALK) 또는 뛰

다(RUN), 서있다(STAND), 앉다(SIT), 서다(STAND UP) 

이벤트로 구분한다. 각 이벤트는 객체의 속도가 차이나

지만 WALK 와 RUN 이벤트를 구분하기는 모호한 경우

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이벤트의 보다 

정확한 구분을 위하여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베이지

안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여 현재 분할 움직임 방향 벡

터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사후 확률로 추정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

에 대해서 움직임 분할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움직임 

기울기의 정보를 모든 픽셀에 적용 하였을 때 연산에 대

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유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가지는 신체 부위를 하나의 움직임으로 표현하

게 함으로써 움직임 기울기의 특징 벡터 정보를 줄여 보

다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움직임 분할이라

고 한다[10]. 움직임 분할은 가장 최근 실루엣의 경계 

부분을 따라가면서 임계치 시간 내에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을 하나의 값으로 레이블을 하여 동일한 레이블 값

을 가진 영역을 하나의 분할 영역으로 마스크가 되는 것

이다.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는 움직임 분할 영역이 만들어

지면 각 영역의 움직임 방향 특징 벡터를 식 (2)를 이용

하여 구하게 되고 각 영역에 대해 하나의 값으로 표현된

다. 독립 객체에는 한 개 이상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

가 존재하며 저장되는 정보는 기준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의 각도( )로 표현되고 식 (3)으로 나타낸다.

   는 객체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표현하고,  


는 번째 객체의 번째 분할 움직임 방향값이다.

   
 

 
 (2)

 

     
   

 (3)

  그림 2에서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성은 움직

임이 있는 WALK/RUN 이벤트와 움직임이 거의 없는 

STAND 이벤트로 나눈다. 

  

Move Events

Upper 

SMOV

Lower 

SMOV

Upper+Lower 

SMOV

EVENT

{‘WALK’, ‘RUN’}

EVENT

{‘STAND UP’, ‘SIT’, 

‘FALL DOWN’}

 

그림 2. 움직임-이벤트를 구분하기 위한 베이지안 모델

  WALK/RUN 노드는 객체의 상위와 하위 부분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따로 학습하고, STAND 노드는 객체

의 전체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체의 구분 

없이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가 학습된다. 베이지안 모델

에서 자식 노드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의 학습 결과를 통해 WALK 와 RUN 이벤트의 

사전 확률 값이 만들어지고, 움직임이 없는 STAND 는 

SIT, STAND UP, 넘어지다(FALL DOWN) 로 만들어진

다.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는 현재 분할된 움직임 벡터의 

방향 성분(각도)을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통해 각 이벤

트에 대한 사전 확률을 구한다. 사후 확률의 결정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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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현재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증거로 하여 해당 

객체의 이벤트를 추정하게 된다. 하나의 객체에는 한 개 

이상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가 추출된다. 만약 독립 

객체에서 개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추출하였다면 

각 이벤트의 사후 확률은 개의 평균으로 정의하고, 사

후 확률 값이 가장 최고가 되는 이벤트가 현재 객체의 

이벤트가 된다. 사후 확률을  라고 가정하고 현재

의 증거를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라 하고 찾고자 하는 

이벤트의 가설을 라고 한다면 현재 독립 객체의 번째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에 대한 이벤트의 사후 확률을 

구하는 식은 식 (4)와 같이 정의한다.  

(4)

  식 (5)는 개의 분할 움직임 벡터에 대한 이벤트의 

사후 확률 값을 구하는 식을 정의한 것이다. 

(5)

  따라서 개에 대한 모든 이벤트 



 은 식 (6)

을 통해 사후 확률 값이 가장 높은 이벤트를 현재의 이

벤트로 정의한다. 

(6)

  현재 객체의 움직임-이벤트는 객체의 움직임이 존재하

는 이벤트인 WALK/RUN 의 경우와 움직임이 거의 없는 

SIT/STAND UP/FALL DOWN 으로 구분되어 결정된다. 

즉, WALK/RUN 의 경우는 객체의 속도 특징 벡터에 의

해 결정된 이벤트 결과와 분할 움직임 방향 특징 벡터의 

사후 확률 값의 조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두 특징 벡터

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된다. 반면, SIT/STAND UP/FAL-

L DOWN 이벤트는 속도 특징 벡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후 확률 값에 의해 결정된다.

  식 (7)은 WALK/RUN 이벤트를 결정하는 식이다. 여기

서 는 가중치이고, 는 현재 객체 

의 속

도 특징 벡터에 의해 결정된 이벤트 결과와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통해 결정된 이벤트 결과가 동일한 경우 1이 

되고, 서로 다른 이벤트 결과가 나타나면 0이 된다. 식 

(7)은 현재 이벤트가 WALK/RUN 인 경우 속도 특징 벡

터와 사후 확률에 의해 현재 객체의 이벤트를 결정하고, 

움직임이 없는 이벤트인 STAND UP/SIT/FALL DOWN 

이벤트는 사후 확률에 의해 객체의 이벤트가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현재 객체의 움직임-이벤트는 식 (7)의 

   결과 값이 움직임-이벤트 결정 임계치  이상

일 경우에 식 (7)에 의해 결정된 이벤트 결과가 현재 객

체의 이벤트가 된다. 식 (8)에서  

는 

식 (7)에서   의 결과값이 가장 높은 때의 이벤트 

결과를 가진다.

 

(7)

 

 

(8)

  영상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는 독립적으로 각각의 

이벤트 전이를 수행하고 있다. 상호-이벤트는 두 개 이

상의 독립 객체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로, 객체간의 겹침 

현상(OCCLUDE), 만나다(MEET), 같이 걷다(MERGE) 등

의 객체 간에 상호 영향을 주는 이벤트와 분리되다

(SPLIT) 등과 같이 다시 이전의 독립 객체로 돌아가는 

이벤트로 구성된다. 

  상호-이벤트는 각각의 객체가 겹침 현상 이후에 발생

된 것이기 때문에 객체의 바운딩 박스의 특징 벡터와 속

도, 방향 특징 벡터를 통해 상호-이벤트 또는 움직임-이

벤트로 전이가 가능해진다.

  OCCLUDE 이벤트가 발생되는 시점부터 객체 추적을 

위하여 템플릿 매칭을 수행한다. 템플릿 매칭은 OCCL-

UDE_OBJS 이벤트를 가진 겹침 현상으로 인해 새롭게 

생성된 객체 내에서 OCCLUDE, MEET, MERGE, SPLIT 

이벤트에 해당 되는 객체의 질감 템플릿 영상과의 차이

값을 구하는 것이다.

  질감 템플릿 영상은 시간 동안 객체의 질감 부분을 

겹쳐서 나타낸 것으로  에서 사용된 이차원 동적 템플

릿을 사용한다[6]. 식 (9)는 인식된 객체의 회색조 질감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질감 템플릿 영상을 의미하고, 

모양 정보는 바운딩 박스와 배경 영상간의 차를 통해 배

경 부분만을 제외한 영상이 된다.  


 



  

   ≤   (9)

  는 현재 입력 프레임에서 객체로 분류된 픽셀의 

값으로 질감 정보를 나타내고,  는 번째 질감 

템플릿 영상을 나타낸다. 

  OCCLUDE_OBJS 이벤트를 가진 객체의 바운딩 박스

의 시작점을 라 하고, 해당 객체의 질감 템플릿 

영상의 시작점을 라고 할 때 템플릿 매칭은 식 

(10)와 같이 정의하였다.

  동영상에서 한 프레임 간의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객체의 움직인 거리 또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특성

과 한 프레임 이후에 해당 객체가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

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템플릿 매칭의 시작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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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는 하나로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템플릿 매칭을 

수행할 때 시작 좌표는 ±±로 하여 차이가 가

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동일 객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한다. 단 템플릿 매칭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좌표가 OCCLUDE_OBJS 의 바운딩 박스 밖에 존

재하면 비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경에 해당되는 부

분은 0으로 계산한다.

(10)

 

4. 실험 결과

  제안한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본 움직

임 이벤트에 대한 실험을 한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독

립 객체의 단위는 사람이고 정의된 이벤트는 독립 객체

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나타나

는 그룹 객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내 또는 실외의 고

정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입력 받아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에 사용되는 영상은 15개를 사용하고, 각 영상은 최

소 600프레임에서 1000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영상의 크

기는 360×240(pixel)이고, 영상의 속도는 30

이다. 

  실험 영상에 대해 독립 객체의 기본 움직임 이벤트 인

식의 정확률을 보여주고, 움직임-이벤트인 WALK, RUN. 

SIT, STAND UP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분할 움

직임 특징 벡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는가를 제시한

다. 움직임-이벤트를 인식하기 위한 변수인 와 값을 

정의하기 위해, 각각 0.1씩 증가하면서 이벤트 인식의 

정확률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였다

  식 (7)에서 사용된 값은 WALK 와 RUN 이벤트에만 

적용되는 값이고, 그림 3의 정확률은 값을 0.1씩 증가

하면서 시스템이 인식한 결과와 사람이 인식한 결과의 

비율을 나타낸다. 

  값이 0.4까지는 이벤트 인식 정확률이 서서히 증가

하다가 0.5에서 가장 높은 정확률을 보이고 서서히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속도 특징 벡터 또는 분

할 움직임 방향 벡터만을 사용할 경우 WALK 또는 RUN 

이벤트를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장 높은 정확률을 보이고 있는 0.5를 값으로 정한다.

다. .

  그림 4에서 WALK와 RUN 이벤트는 값에 의해 이미 

가장 좋은 인식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STAND UP, SIT, FALL DOWN

이벤트는 현재 계산된 사후 확률에 따라 이벤트가 인식

되기 때문에 값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

다. 실험 결과, STAND UP, SIT, FALL DOWN 이벤트의 

정확률이 값이 0.7을 기준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감소

그림 3. 값의 변화에 따른 WALK와 RUN            

             이벤트 인식 정확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객체가 STAND UP, 

SIT, FALL DOWN 이벤트를 발생하는 초기 시점과 끝나

는 시점에서 각 이벤트들이 사후 확률이 비슷하게 나타

나기 때문에 값이 작을 경우 잘못된 이벤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값이 0.7보다 큰 경우에는 이벤트 사후 

확률 값이 보다 작아서 이전 이벤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확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값이 0.7 이상일 

때 가장 좋은 이벤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값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이벤트 인식 

           정확률 (=0.5)

  

  기본 움직임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각각의 이벤트

가 전이 가능한 이벤트로 전이 과정을 수행하였고, 정확

도는 실제 사람이 인식한 결과와 비교하여 100%를 기본

으로 나타내었다. 15개의 실험 영상에 나타난 객체 수는 

모두 74개이며 정확도는 각각의 객체에 대해 매 프레임

의 이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사람이 인식한 결과와

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5는 기본 움직임 이벤트에 

대한 정확률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겹침 현상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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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겹쳐져 템플릿 매칭을 수행하여도 동일 객체

를 찾지 못해서 해당 객체가 EXIT 이벤트로 전이되고, 

겹침 현상이 끝난 후에 새로운 객체로 인식되어 ENTER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이벤트와 움직임-이벤트

는 90% 이상의 정확률을 나타내지만, 상호-이벤트는 

90% 미만의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겹침 현상에서 동

일 객체를 추적하지 못할 경우 전체적으로 이벤트의 정

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림 5. 15개 실험 영상에 대한 이벤트 결과 

               (=0.5, =0.7) 

  상호-이벤트인 SPLIT, MERGE, MEET 가 주-이벤트와 

움직임-이벤트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실험 영상

에서 실제 발생된 해당 이벤트의 빈도수가 전체의 20% 

정도로 객체 인식 오류, 겹침 현상에 의한 객체 추적의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움직임-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5. 결  론

  기존에 연구된 독립 객체의 규칙 기반 및 확률적 이벤

트 인식 방법은 미리 정의된 이벤트 규칙에 적용하거나 

확률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정된 환경에서

만 적용되거나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로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각 

객체의 행동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객체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가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방법은 먼저 객체로부터 행동 양식을 분석하기 위

한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 객체의 이

벤트를 정의하였다. 이벤트 규칙은 추출된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주-이벤트, 움직임-이벤트, 상호-이벤트를 정

의하고 현재 객체의 특징 벡터와 확률을 이용하여 객체

의 이벤트를 인식하게 된다. 정의된 이벤트를 기반으로 

현재 객체의 이벤트를 인식하고 객체의 움직임을 확률적

으로 해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이벤트 인식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본 움직임 이벤트가 실험 영상 내에서 적절

하게 인식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주-이벤트와 움직임-이

벤트의 이벤트 인식 정확도는 90% 이상이었고, 상호-이

벤트는 8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리고 SMOV와 

속도 정보는 움직임-이벤트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특징 

벡터였고,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사전 학습 결과와 사후

결과를 동해 이를 확인하였다. 

  제안한 독립 객체의 이벤트 인식 방법은 실내 또는 실

외 환경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객체의 행동을 의미론적

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보다 다양

한 이벤트를 정의하는데 확장이 가능하고 그룹 객체의 

처리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시

나리오를 정의하여 비전 감시 시스템 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환경에서 객체의 의미론적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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