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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응급상황을 인식하기 위하여 어안렌즈를 통해 획득된 영상을 이용하여 기절 동작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거실의 천장 중앙에 위치한 어안렌즈(fish-eye lens)를 장착한 카메라로부터 화각이 170
인 RGB 컬러 모델의 어안 영상을 입력 받은 뒤, 가우시안 혼합 모델 기반의 적응적 배경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동적으로 배경 영상을 갱신한다. 입력 영상의 평균 밝기를 구하고  평균 밝기가 급격하게 변화
하지 않도록 영상 픽셀을 보정한 뒤, 입력 영상과 배경 영상과 차이가 큰 픽셀을 찾음으로써 움직이는 객
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전경 픽셀 영역들의 외곽점들을 추적하여 타원으로 매핑하고 움
직이는 객체 영역의 형태를 단순화하였다. 이 타원을 추적하면서 어안 렌즈 영상을 투시 영상으로 변환한 
다음  타원의 크기 변화, 위치 변화, 이동 속도 정보를 추출하여 이동과 정지 및 움직임이 기절동작과 유
사한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자로 하여금 기절동작, 걷기 동작, 앉기 동작 등 여러 동
작을 취하게 하고 기절 동작 인식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어안 렌즈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투
시 영상으로 변환하여 타원의 크기변화, 위치변화, 이동속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1. 서  론

핵가족화와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하여 독거인의 수

가 증가함으로써 개인 심의 방 의료가 필요하게 되

었고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 리기

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내 거주하는 사람의 기  동작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

술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 은 고령자들에게

서 흔히 일어날 수 있고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독거인의 건강을 하는 요한 요소로 지

되고 있다. 기 에 한 의료 처리 결과는 기 을 감지

하여 구조 요청을 하고 응  처치를 받기까지의 시간에 

큰 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가속도 센서와 기울기 

센서 등을 이용하여 기  동작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응

 호출을 해주는 기  동작 감지기들이 제안되었다[1, 
2,]. 그러나 이 장치들도 사용자가 장치를 항상 휴 하고 

다녀야 한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장치를 항

상 휴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카메

라 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사람을 검출하고 추 하여 

기 동작을 감지하는 방법이 있다. 상을 이용한 방법 

에는 시야각이 큰 어안 즈(fish-eye lens) 카메라 

는 방향(omni-directional)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요한 

카메라를 이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 4, 5]. 이들 논문 

에서는 어안 즈 상 자체에서 사람을 검출하고 사람  

역의 크기 변화를 이용하여 기 동작을 인식한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

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지방연구 심 학육성사업/헬

스 어기술개발사업단)

본 논문에서는 사람 추 은 어안 즈 상에서 수행

하고 기  동작 인식은 투시 상에서 수행함으로써 기

 동작인식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투시 

상은 추 된 사람의 치에 따라 어안 즈 상으로

부터 추출되는데,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사람이 서있

는 경우와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경우의 어안 상과 각각

에 해 변환된 투시 상이 나타나 있다.

(a) (b)

(c) (d)
그림 1. 서 있는 장면 (a)어안 즈 상 (b)투시 상

     워 있는 장면 (a)어안 즈 상 (b)투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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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투시 상에서 서 있을 때와 

워 있을 때의 차이가 더 분명함을 알 수 있다. 
2. 움직임 검출과 추

그림 2에는 어안 즈 상으로부터 사람을 검출하고 

추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과 입

력 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배경 상은 조명 변화나 물체의 이동

에 따라 계속 으로 변화되므로 가우시안 혼합 모델 기

반[6]의 응  배경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동 으로 

배경 상을 갱신한다. 배경 모델 상을 생성하기 해 

시스템 동작 기에는 입력 상 내에 움직이는 객체가 

없을 때로 제한하며, 어도 300 임의 상을 입력 

받도록 하 다.  
2.1 상의 처리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입력 상은 RGB 컬러 

모델의 상이다. RGB 컬러 상은 조명의 향에 따라 

변화가 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입력 상의 RGB 컬러 모

델을 YCbCr 컬러 모델로 변환하여 조명과 색상을 분리

함으로써 조명 변화로 인한 상의 변화를 감소시켰다. 
컬러를 변환한 다음에는 입력 상의 평균 밝기를 구하

고 이 값이 최근 10개의 임에 한 평균 밝기에서 

임계값 이상으로 변화하는 경우 상 픽셀 값을 보정하

여 평균 밝기가 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만든다. 일반

으로 카메라들은 조명 변화에 따라 노출을 자동으로 

조 하여 촬 된 상의 밝기를 자동 조 하는데, 상

의 밝기가 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 그 역이 움직이

는 객체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상

이 서서히 변화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그림 2. 사람 검출과 추  과정

2.2 경 상 생성

움직이는 객체가 입력 상 내에 나타나면 해당 픽셀

은 배경과 차이가 나게 되어 경 픽셀로 분류되도록 하

고 이때, 경 픽셀만 남기고 나머지 픽셀은 제거한다. 
움직이는 객체의 그림자가 객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해 그림자의 검출과 제거 단계가 필요하다. 
그림자 역에서는 밝기가 어두워지고 원래의 색상은 유

지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밝기 변화와 색상 변화량을 이

용하여 그림자 역인지를 별한다. 그림 3에는 입력 

상과 그에 한 경 상 가 나타나 있다.

그림 3. (a) 입력 상  (b) 경 상

 

2.3 잡음 제거

움직이는 객체에 포함되지 않은 역에서도 잡음에 의

하여 픽셀들이 경 픽셀로 분류될 수 있는데, 먼  연

결되어 있는 경 픽셀 역이 4개 이하의 픽셀로 구성

된 역은 제거하 다. 그 다음에 Morphology Close 연

산을 용하여 서로 떨어져 있는 역들을 합병하도록 

한다. 움직이는 객체의 일부가 배경과 비슷한 색상을 가

질 경우에 객체의 일부분이 배경으로 분류되어 객체가 

분리될 수 있는데, 이 연산을 용함으로써 분리되었던 

객체의 부분들을 합병할 수 있다. 그림 4(a)에는 잡음이 

제거된 상이 나타나 있다.
2.4 타원 매핑

움직이는 객체를 타원으로 매핑하기 해서 윤곽선 검

출 기법을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 픽셀 역들의 

외곽 들을 추 한다. 그 다음에는 외곽 들을 가장 잘 

감싸는 타원으로 매핑하여 움직이는 객체 역의 형태를 

단순화한다. 시간에 따라 연속 으로 입력되는 상들에

서 검출된 타원을 추 함으로써 타원의 크기 변화, 치 

변화, 이동 속도 정보를 추출한다. 잡음에 의하여 경 

픽셀 역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람에 해당하는 

역은 그 크기가 일정한 범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

리고 본 논문의 시스템은 독거인에 한 기 동작 인식

을 수행하므로, 경 픽셀 역 에서 크기가 미리 설

정된 범  내에 해당하는 것 에서 가장 큰 것을 사람 

역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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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그림 3(b) 상에 한 잡음 제거  (b) 타원 매핑 결과

  

3. 기 동작 인식

3.1 투시 상 변환

기  동작이 일어날 때에는 빠른 몸동작이 있은 후에 

사람이 워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움직

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몸에 매핑 된 타원의 형태 변화와 움직임 속도 

등을 이용하여 기  동작을 인식한다. 그런데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어안 즈 상보다는 투시 상

에서 몸의 형태 변화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본 논문

에서는 어안 즈 상을 투시 상을 변환하여 기  동

작을 인식한다.
어안 즈 상을 투시 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는  

Zimmermann에 의해 유도된 방법을 사용하 다[7]. 그

림 5에는 어안 즈 상과 투시 상의 좌표계가 나타

나 있다. 그림에서  는 측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이고 어안 즈 상 좌표계의 원 에서 이 방향으

로 측한 경우의 투시 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때, 투

시 상의 좌표계가 치하는   평면이 

 에 수직이고 투시 상 좌표계의 원 을 

 가 통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5. 투시 상 좌표계와 어안 즈 상 좌표계

투시 상의 좌표  를 어안 즈 상의 좌표 

 로 매핑하는 공식은 식 (1)과 같다. 
식 (1)에서 은 어안 즈 상 원의 반지름을 나타

내고, 은 확  비율을 나타내고,  는 투시 상에서의 

회  각도를 나타내고, 는 축과 시선 방향 사이의 

도각을 나타내고, 는   축과 시선 방향 사이의 경도각

을 나타낸다. 

   
        

   
      

     
      
      
      

 (1)

본 논문에서는 , , 는 상수로 사용하 고 값은 

  ,  ,    로 설정하 다. 그림 6에는 3(a) 
상을 투시 상으로 변환된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 6.  투시 상 변환 결과

3.2 기  동작 별

기  동작 별은 투시 상으로 부터 움직이는 객체

를 타원으로 매핑 해 타원의 크기 변화, 치 변화, 이동 

속도 정보를 추출하여 이동과 정지  움직임이 기 동

작과 유사한지를 단한다. 그림 7은 기  동작이 인식 

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결과 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타원의 크기와 치가 변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서 있거나 걷거나 는 눕

는 동작을 하게 되면 타원의 가로  세로의 변화되는 

값이 다르게 나온다. 표 1은 사용자가 서 있다가 기 하

는 과정을 임, 가로, 세로 크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가 서 있을 때(652 
임)는 타원의 세로 크기가 가로 크기보다 크다 그러나 

사용자가 워 있을 때(704 임)는 가로 크기가 세

로 크기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크기 변화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속도(frame)가 다르게 변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눕는 동작과 기 동작을 구분 

하는 방법도 이러한 동작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단하 다.

   652 임        662 임        66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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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 임        681 임      687 임 

700 임       704 임       740 임 

그림 7. 투시 상을 이용한 기  동작 별 상

     

임 가로크기 세로크기

652 51 96

662 46 77

668 38 54

674 44 45

681 43 49

687 53 54

700 74 65

704 89 37

740 84 37

표 1.  기  동작 별을 한 타원의 크기 변화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치와 방향에 따라 7번

의 기  동작을 촬 을 하고 이에 한 기  동작 인식 

 비정상 상황 감지 실험을 실시하 다. 어안 즈 

상을 그 로 사용하여 기  동작을 인식한 경우와 투시 

상으로 변환하여 기  동작을 인식한 실험 결과 비교

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8. 치 방향에 따른 기 동작 실험

표에 나타나 있듯이 투시 상으로 변환하여 인식을 

한 경우가 사용자의 동작에 따른 타원의 크기 변화를 정

확히 알 수 있어 기  동작 인식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No 실제 동작
인식 결과

어안 상 투시 상

1 기 기 기

2 기 기 기

3 기 앉기 기

4 기 앉기 기

5 기 기 기

6 기 기 기

7 기 앉기 기

표 2. 어안 상과 투시 상의 기 동작 인식결과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어안 즈 상으로부터 사람을 검출하

고 추 함으로써 자동으로 기  동작을 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추 을 하여 사람

이 몸을 타원으로 매핑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어안 

즈 상을 투시 상으로 변환하여 타원의 형태 변화

를 이용함으로써 기  동작의 인식률을 높일 수 있었다. 
한 응  배경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조명 변화에 견

고하도록 했으며 컬러 모델 변환과 평균 밝기 보정을 통

하여 보다 견고한 사람 검출  추 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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