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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객체로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각 객체의 행동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객체의 현재 이벤트

를 인식하고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해석을 위한 이벤트 인식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되

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인식된 객체의 이벤트를 바탕으로 미리 정의된 시나리오

에 가장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벤트 규칙, 이벤트 인식, 그

리고 이벤트를 바탕으로 하는 긴급 상황 시나리오가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객체 추적만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의미론적 정보를 제안된 방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1. 서  론

  
  비전 감시 시스템은 사람이나 차량, 건물 등을 예기치 
못한 피해로부터 미연에 보호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
기 위하여 구축하는 비전 컴퓨팅 시스템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이다. 최근의 감시 시스템은 CCTV, 적외선 카메라 등
과 같은 영상 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주차장 관리에서부터 
건물의 방범 시스템, 도심 도로와 고속도로 등의 교통 감시 
시스템, 산업 현장에서 영상 분석을 통한 공정 자동화 시스
템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CCTV를 이
용한 교통 감시 시스템이나 은행 감시 시스템 등에서와 같
은 일반적인 감시 시스템은 항상 사람의 개입에 의한 수동
적인 조작이 필요하며 순수한 동영상 정보로만 관리되므로 
동영상의 다양한 특징 정보를 활용한 검색이나 비교 등의 
고급화된 영상 정보 분석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영상 정보들을 인
위적으로 순차적 검색을 해야 하므로 상황 해결에 많은 시
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비전 감시 시스템의 자동화와 관
련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카메라에서 입력된 
영상을 분석하여 움직임이 많거나 특이한 객체를 추출하고 
특징 벡터를 구한 후, 객체의 이동 경로와 객체의 행동 양
식을 분석하여 객체들 사이의 관계성을 정의하고 객체에서 
발생된 이벤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 의미적 결과가 
비전 감시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다[1,2]. 
  시나리오는 독립 객체의 각 행동으로 인해 구성되고, 
각 행동들은 시나리오 내에서 하나의 객체 이벤트로 정
의된다. 해당 객체의 현재 상태는 확률 모델을 통해 가
장 근접한 사후 확률값을 가지는 이벤트가 되므로, 객체

의 시나리오 해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체의 상태가 
미리 정의된 상태 전이 과정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판단
하여 이루어진다. 
  S. Hongeng와 I. Ersoy의 시나리오 해석 연구는 정의
된 시나리오와 이벤트가 상당한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상태 전이가 미리 정의된 순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나리오 해석을 위한 
FALL DOWN 이벤트를 제외한 객체의 기본 움직임 이벤
트가 시나리오와 독립적으로 인식이 되는 방법을 이용하
여 시나리오를 해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쓰러지다” 또는 “강도를 당하
다”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규칙 기
반 및 확률적 이벤트 인식 방법에 의해 인식된 객체의 
이벤트를 바탕으로 미리 정의된 시나리오에 가장 근접하
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독립 객체의 이벤트 인식 
과 시나리오 해석 방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시나리오 해석에 관련된 연구들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긴급 상황 시나리오 해석 방법을 
제안하고, 5장에서는 긴급 상황 시나리오 해석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
고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이벤트 인식의 방법 및 시나리오 해석 방법의 개요 

  
 2.1 이벤트 인식

  독립 객체의 이벤트 인식은 정의된 규칙과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객체의 특징 벡터에 따라 진행된다. 표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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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인식을 위한 독립 객체에서 추출되는 특징 벡터

를 표현한다.  

  독립 객체의 이벤트는 기본 움직임 이벤트와 시나리오 

해석 이벤트로 나누어진다. 기본 움직임 이벤트는 독립 

객체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이다. 나타나

다(ENTER), 사라지다(EXIT), 걷다(WALK), 뛰다(RUN) 등

의 행위가 기본 움직임 이벤트에 해당하고, 주-이벤트, 

움직임-이벤트, 상호-이벤트로 구성된다. 주-이벤트는 

독립 객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으로 객체가 영상 

내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ENTER 이벤트가 발생되고, 

존재하는 동안 움직이다(MOVE) 이벤트, 그리고 객체가 

영상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EXIT 이벤트가 발생

한다.

표 1. 객체로부터 추출되는 특징 벡터

특징 벡터 설     명

바운딩 박스 인식된 객체의 둘레 정보

중심점 객체의 중심점 좌표값

속도 객체의 평균 이동 속도

방향 객체의 이동 방향

색상 객체의 RGB 대표 색상 정보

질감 템플릿 

영상

겹침 형상을 해결하기 

위한 질감 영상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 

동일한 방향의 움직임을

가지는 방향 성분

 

     

  움직임-이벤트와 상호-이벤트는 주-이벤트가 발생하

는 동안 t 주기 프레임이나 매 프레임마다 해당 객체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객체의 현재 이벤트와 정의된 규

칙을 통해 상태 전이가 된다. 

  움직임-이벤트는 독립 객체가 주-이벤트의 MOVE 이

벤트 이후 객체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되는 이벤트이다. 

예를 들어 WALK, RUN, 앉다(SIT), 일어서다(STAND 

UP) 등과 같이 영상 내에서 객체가 계속적인 움직임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벤트로 인식하게 된다. 움

직임-이벤트는 객체에서 추출되는 특징 벡터 중에서 속

도 특징 벡터와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사용한다. W-

ALK, RUN, STAND, SIT, STAND UP 이벤트는 객체의 

속도가 차이나지만 WALK 와 RUN 이벤트를 구분하기는 

모호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움직임-이벤트의 보다 정확

한 구분을 위하여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통해 학습하여 현재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사후 확률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인식한다[4].  

  각 이벤트의 사전 확률은 현재 분할된 움직임 벡터의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는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사후 확률은 객체의 현재 분할 움직임 방

향 벡터를 증거로 하여 해당 객체의 이벤트를 추정하게 

된다. 추정된 확률값을  로 가정하고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를 현재의 증거라 하고 를 찾고자 하는 이벤

트의 가설이라고 한다면 식 (1)에 의해 사후 확률이 구

해진다.  

  현재 객체에 대한 이벤트는 독립 객체의 이벤트에 대

한 각각의 사후 확률을 구하여 가장 최고값을 가지는 이

벤트로 결정한다.

      


  
      (1)

  상호-이벤트는 두 개 이상의 독립 객체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로, 객체간의 겹침 현상(OCCLUDE), 만나다(ME- 

ET), 같이 걷다(MERGE) 등의 객체 간에 상호 영향을 주

는 이벤트와 분리되다(SPLIT) 등과 같이 다시 이전의 독

립 객체로 돌아가는 이벤트로 구성된다. OCCLUDE 이벤

트가 발생되는 시점부터 객체 추적을 위하여 템플릿 매

칭을 수행한다. 템플릿 매칭은 OCCLUDE_OBJS 이벤트

를 가진 객체 내에서 OCCLUDE, MEET, MERGE, SPLIT 

이벤트에 해당되는 객체의 질감 템플릿 영상과의 차이값

을 구하는 것이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독립 

객체의 기본 움직임 이벤트와 시나리오 해석 이벤트에 

대한 규칙을 정의한 것이다.

     그림 1. 규칙 기반에 의해 정의된 이벤트  

 

  시나리오 해석 이벤트는 정의된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 객체의 움직임 이벤트를 나타낸다. 즉, 본 

논문에서 정의한 사람이 “쓰러지다”의 긴급 상황 시나리

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객체의 특별한 행동 이벤트를 

나타낸다. 각 이벤트의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립 

객체의 특징 벡터와 확률 정보를 통해 정해진 규칙에 가

장 가까운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2.2 시나리오 해석              

  시나리오 해석은 이벤트 인식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환경에서 특정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객

체의 각 행위를 상태로 정의하고, 해당 객체가 상태의 

흐름에 따라 특정 행위를 수행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다. 객체의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경우

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해당 시나리오가 

해석되면 객체는 특정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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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i 이벤트 n

시나리오

S

          
        그림 2. 시나리오 S의 이벤트 구성도 

  초기 이벤트()에서 확률적인 접근 또는 객체의 특징 

벡터의 변화에 따라 다음 이벤트(
)로 전이되고 이 상

태에서 다시 다음 이벤트()로 전이되면 시나리오 S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시나리오가 여러 개의 
이벤트로 나눠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시나리오 해석
에서는 이러한 이벤트가 시간 흐름에 다라 어느 순서대
로, 어느 객체에서 발생했는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
다. 

3. 시나리오 해석 관련 연구

  S. Hongeng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치다(Stealing)" 시나리오를 Converse, 
Approach1, Approach2, Blocking, Tacking_Object의 5
개의 이벤트로 구분하였다. "Stealing" 시나리오는 HMMs
를 사용하여 현재 관측치로부터 가장 높게 발생하는 이
벤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순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 해석된다. 즉 훔치고자 하는 객체의 물건에 사
람들이 접근 및 대화를 나누고(Converse, Approach1, 
Approach2), 한 객체는 해당 객체에 접근하여 막고
(Blocking), 다른 객체는 물건을 가지고 간다(Tacking_
Object)는 순서로 시나리오를 이루고 있다. S. Hongeng
가 제안한 방법은 확률적으로 이벤트를 인식하므로 객체
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서가 시나리오의 상태와 일치하
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연산
의 복잡도로 인하여 실시간에 적용할 수는 없다[1].
  I. Ersoy는 사람과 차에 대해 방향, 속도, 거리 특징 벡
터를 사용하여 T시간 후의 객체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확률 모델을 통해 접근
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특징 벡터를 분석하여 발생된 이
벤트의 AND 또는 OR 연산에 따라 시나리오가 정의된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사람을 내
려놓다(Drop-off)" 또는 "사람을 태우다(Pick-up)"이다. 
Drop-off는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다(enterlot)', '차가 멈
추다(stop)', '사람이 차 근처에 나타나다(exists)', 그리고 
‘차가 주차장을 떠나다(leavelot)'로 구성된다. 주차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궤적이 정해졌다고 보고 
사람과 차의 구분을 할 수 있다. I. Ersoy는 이벤트 인식
을 위해 특징 벡터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객체의 이벤트 
발생 순서에 많은 영양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시나리오 
해석이 어렵다[3]. 
  
4. 긴급 상황 시나리오 정의 및 해석

  본 논문에서 정의한 긴급 상황 시나리오는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기본 움직임 이벤트를 
바탕으로 독립 객체들의 이벤트 전이 상태를 체크하여 

해당 객체의 긴급한 상황을 해석하고 이를 알려주는 것
이다. 긴급 상황은 아래와 같은 독립 객체가 갑자기 쓰
러지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 객체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 바로 일  
    어나지 않고 쓰러져 있다면 큰 부상이거나 지병으로  
    인한 긴급 상황임.
  ▪ 객체가 겹침 현상 발생 후 한 객체는 갑자기 쓰러   
   지고 다른 한 객체는 걷거나 뛰어가며 쓰러진 객체   
   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함. 이 경우 살   
   해나 강도 등의 사건이 발생.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긴급 상황 시나
리오를 정의하고 현재 입력되는 영상에 대해 어떤 시나
리오가 발생했는가를 추정하게 된다. 그리고 “넘어지다”

라는 시나리오를 해석하기 위해 FALL DOWN 이벤트를 
정의한다.
  긴급 상황 시나리오는 독립 객체가 길을 걷거나 뛰어 
갈 때 장애물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 사람과 부딪쳐서 
넘어지는 경우, 또는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객체가 쓰러지다(FALL DOWN)”라는 시나리오는 독립 
객체가 스스로 쓰러지는 경우와 다른 객체에 의해 쓰러
지는 경우로 나눈다. 독립 객체가 쓰러지는 경우는 장애

물에 의한 경우와 갑자기 지병 등에 의해 쓰러지는 경우
로 나눌 수 있고, 다른 객체에 의해 쓰러지는 경우는 살
인, 폭력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타원은 기본 움직임 이벤트에 해당되고 녹
색으로 표시된 것은 다른 객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된다. 그리고 타원이 점선인 경우에는 해당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징 벡터로,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 바
운딩 박스, 그리고 쓰러진 후 객체의 움직임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나타낸다.

     

     
     그림 3. “객체가 쓰러지다” 시나리오의 상태도
  

  “객체 A”가 영상에 나타난 후 WALK/RUN 또는 
STAND 상태로 전이한 상황에서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
가 아래쪽 방향 성분으로 나오고 바운딩 박스의 수평 비
율이 수직 비율보다 큰 경우 해당 객체는 FALL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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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전이한다. 동일한 경우로 다른 객체 B와 

OCCLUDE 이벤트가 발생한 후 MEET 상태에서 분할 움

직임 특징 벡터와 바운딩 박스의 비율이 FALL DOWN 

의 조건에 맞으면 “객체 A”는 “쓰러지다”로 판단된다. 

FALL DOWN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

여 임계치 내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

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쓰러진 객체에 문제점이 있다

고 보고 “위급 사항(emergency)”으로 판단하여 알람 등

의 이벤트를 알려주게 된다. 

  독립 객체의 이전 이벤트가 STAND 이고,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의 사후 확률이 FALL DOWN 일 때, 해당 객

체는 쓰러지다 의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베이지안 모델에서 자식 노드에 

FALL DOWN 에 대한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게 된다. 그

리고 바운딩 박스의 비율을 나타내는 

는

객체 

의 바운딩 박스 크기가 ×일 때 의 값

을 반환한다. 따라서 객체가 STAND 또는 WALK/RUN 

이벤트 일 때는 바운딩 박스의 수직 길이가 수평 길이보

다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 되지만, FALL DOWN

에서는 수평 길이가 수직 길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 1보

다 큰 값이 나오게 된다. 

               

               

         (a) “걸어가다 쓰러지다” 시나리오의 예

               

               

          (b) “강도를 당하다” 시나리오의 예

           그림 4. 긴급 상황 시나리오의 예  

  FALL DOWN 이벤트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5. 실험 결과 

  제안한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본 움직

임 이벤트 인식을 기반으로 긴급 상황 시나리오인 “사람

이 쓰러지다”에 대한 실험을 한다.  

  실험 영상에 대해 움직임-이벤트인 WALK, RUN, SIT, 

STAND UP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분할 움직임 

특징 벡터가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는가를 제시한다. 그

리고 해당 객체의 긴급 상황 시나리오가 시간에 따라 어

떤 이벤트를 발생하고 확률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실험 결과를 통해 보여준다.

  긴급 상황 시나리오인 “사람이 쓰러지다”는 독립 객체

가 움직이다 넘어지는 경우와 다른 객체에 의해 쓰러지

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해당 시나리오의 상태를 해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독립 객체에 대한 현재의 이벤트

가 중요하다. 사람이 움직임에 대한 이벤트는 객체의 속

도 특징 벡터가 WALK 이벤트에 대한 객체의 평균 속도

의 최소값 이상인 경우 WALK 와 RUN 의 규칙을 적용

하고, 최소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STAND 이벤트를 적용

하였다. STAND 이벤트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바운딩 박

스와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의 사후 확률에 의해 현재 

객체의 이벤트는 SIT, STAND UP, 그리고 FALL DOWN 

이벤트가 된다.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의 확률은 10개 

실험 영상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였다. 그

림 5는 WALK와 RUN 이벤트에 대해 객체의 상체 부분

과 하체 부분의 이벤트 사전 확률을 나타내고, 그림 6은 

객체의 상체 부분과 하체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SIT/STAND UP/FALL DOWN 이벤트의 방향에 대한 확

률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WALK 이벤트는 10~40˚, 160~220˚, 330

~350˚에서 RUN 이벤트보다 높은 확률이 나왔다. 그 이

유는 WALK 이벤트의 경우 상체 또는 하체 부분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가 RUN 이벤트일 때 보다 움직이는 각

도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즉 WALK 에서 팔 또는 다

리의 움직임 폭이 RUN 이벤트인 경우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다. 또한 확률 값이 주기를 가지는 것은 객체가 좌

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할 때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할 때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

가 180˚정도의 주기를 가지기 때문이다. 

    

   

           (a)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의 각도에

              따른 확률(상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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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의 각도에

              따른 확률(하체 부분)

      그림 5.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의 각도에 따른 

             ʻWALK/RUNʼ의 확률

  

  그림 6에서 SIT 는 90~110˚일 때 가장 높은 사전 확

률이 나타났고, STAND UP 은 230~280˚일 때 가장 높

은 확률 결과가 나타났다. SIT 이벤트는 분할 움직임 방

향 벡터가 아래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STAN- 

D UP 이벤트는 위쪽으로 움직이는 특징 때문에 확률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FALL DOWN 이벤트는 독립 

객체가 한 쪽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여러 각도에서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의 각도에 따른 

           ‘SIT/STAND UP/FALL DOWN'의 확률

  

  “사람이 쓰러지다”의 시나리오가 정상적으로 해석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2개의 입력 영상에 대해 실험하였

다. 그림 7의 실험 영상 1은 객체가 걸어가다 넘어지는 

것이다. 그림 8에서 “객체 1”은 290 프레임까지는 WALK 

이벤트 상태로 진행되다가 STAND 로 이벤트 전이가 발

생한 후 325 프레임 전에서 넘어진다. 이 때 SIT, 

STAND UP, FALL DOWN 이벤트의 분할 움직임 방향 

벡터의 사후 확률은 SIT 와 FALL DOWN 이 높게 나타

났지만 바운딩 박스의 변화가 FALL DOWN 이벤트 규칙

에 적합하기 때문에 FALL DOWN 이벤트로 전이가 되었

다. 

  

           

      (a) 264 프레임         (b) 334 프레임       

           

      (c) 349 프레임         (d) 371 프레임

           

      (e) 417 프레임         (f) 437 프레임

           

      (g) 521 프레임         (h) 585 프레임

그림 7. 시나리오 해석을 위한 실험 영상 1의 키 프레임

 

 그림 8. 실험 영상 1에 대한 이벤트 사후 확률 결과 

그리고 400 프레임 이후에 “객체 1”은 STAND UP 이벤

트가 되고 510 프레임 이후에는 다시 WALK 이벤트로 

전이가 되었다. 따라서 실험 영상 1은 “정상적으로 산책

하다”라는 시나리오로 해석이 된다.

  실험 영상 2는 두 객체가 걸어가다 겹침 현상이 발생

하고 하나의 객체는 쓰러지고 하나의 객체는 뛰는 시나

리오이다. 그림 10 에서 “객체 1”과 “객체 2”는 330 프

레임까지 WALK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330 프레임 이후

에 겹침 현상이 발생하여 OCCLUDE 이벤트로 전이되었

다. 그리고 두 객체 모두 속도 특징 벡터가 0이기 때문

에 MEET 이벤트로 전이가 되고 390 프레임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다.

  그러나 390 프레임 이후에 “객체 1”은 FALL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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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발생하였고, “객체 2”는 RUN 이벤트가 발생하
였기 때문에 “객체 1이 객체 2로부터 강도를 당하다”라
는 식으로 시나리오 해석이 가능하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을 통해 해당 객체가  
FALL DOWN 이벤트가 발생한 후 임계치 시간 이후에 
STAND UP 또는 SIT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해당 
객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알람을 통해 
알림으로써 해당 객체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객체의 이벤트 인식을 통한 객체의 시나리오 해석 분
야는 다양한 객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객체의 이벤트 정
의가 어렵고 정의된 이벤트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제안된 시나리오 해석에 관한 연구는 
객체의 이벤트 정의가 시나리오 해석을 위해 정의되어 
객체의 이벤트 발생순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연산의 
복잡도로 인하여 비전 감시 시스템에 적용할만한 실시간
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로부터 행동 양식을 분석하기 위한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 객체의 이벤
트를 정의한다. 정의된 이벤트를 기반으로 현재 객체의 
특징 벡터와 확률을 이용하여 객체의 이벤트를 인식하
고, “객체가 쓰러지다”에 대한 긴급 상황 시나리오를 해
석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들의 성능을 분석하였

다. 
  제안한 긴급 상황 시나리오는 기본 움직임 이벤트를 
이용하고 해당 객체가 FALL DOWN 이벤트를 발생하는 
시점에서 시나리오가 해석되기 때문에 기존 방법과는 달
리 객체의 이벤트 발생순서와 무관하다. 또한 기본 움직
임 이벤트의 규칙을 보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여러 가지
의 시나리오 확장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비전 감시 시스
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 242 프레임         (b) 340 프레임

          

     (c) 355 프레임         (d) 362 프레임

          

     (e) 383 프레임         (f) 390 프레임

          

     (g) 398 프레임         (h) 441 프레임

그림 9. 시나리오 해석을 위한 실험 영상 2의 키 프레임
  

        (a) “객체 1”의 이벤트 사후 확률 결과 

 

       (b) “객체 2”의 이벤트 사후 확률 결과

   그림 10. 실험 영상 2에 대한 이벤트 사후 확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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