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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변화와 객체 크기 비율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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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Change and Object Size’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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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track object of real-time video transferred through single web-camera

and to recognize risk-situation and human actions. The proposed method recognizes human basic actions

that human can do in daily life and finds risk-situation such as faint and falling down to classify usual

action and risk-situation. The proposed method models the background, obtains the difference image

between input image and the modeled background image, extracts human object from input image, tracts

object’s motion and recognizes human actions. Tracking object uses the moment information of extracting

object and the characteristic of object’s recognition is moment’s change and ratio of object’s size between

frames. Actions classified are four actions of walking, waling diagonally, sitting down, standing up among

the most actions human do in daily life and suddenly falling down is classified into risk-situation. To

test the proposed method, we applied it for eight participants from a video of a web-cam, classify human

action and recognize risk-situation. The test result showed more than 97 percent recognition rate for

each action and 100 percent recognition rate for risk-situation b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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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계의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는 머신분야, 로봇

분야, 게임분야, 유비쿼터스 및 홈네트워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발전시

켜왔다. 요즘 사회적, 개인적인 위험에 대한 대처방

안 등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요구에 적

합한 감시시스템이 보편화 되었고 그 응용분야가 확

장되면서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 이라는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은 감시카메

라로 입력되는 영상정보를 디지털 화하여 관심 객체

의 위치와 패턴을 분석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1]. 이것은 객체 또는 물체

가 물리적인 보안 정책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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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method.

켰는지를 판단 및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거나 데이터 및 이벤트 내용을 저장한 후 사후 예

방 관리 및 검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영상분석을 통해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

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

다[2,3]. 이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해 

인간의 행동을 인식 및 분류하는 것은 인체의 각 부

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를 찾아내어 분석함으로 가능하다.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에서 관심 

있는 객체를 추출한 후 객체의 특징 및 행동을 인식

하는 방법을 영상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꾸준히 연구

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인간의 행동인식은 

입력되는 영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관심객체를 

추출하고 배경을 제거하는 전 처리[4], 인간의 행동

을 모델링하고 그로부터 인식에 필요한 특징정보를 

얻는 행동모델링, 추출된 객체의 특징정보를 이용하

여 발생되는 이벤트를 결합하여 사람의 행동을 인식

하는 행동인식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5-8]. 행동인식

을 위한 특징정보로는 객체의 형태, 윤곽, 텍스쳐, 실

루엣, 위치, 궤적, 속도와 같은 정보 등이 있으며 간단

하고 계산이 적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9]. 인간 몸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기하학적 방법과 마커

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10]. 이와 

같은 방법은 행동 인식률이 저조하거나 마커를 사용

하는 방법은 장비가 고가이거나 실시간 인식이 어려

운 단점이 있다. 배경 모델링을 통하여 객체를 분할

하는 방법으로는 그래프 분할방법, 그래프 컷 방법이 

있다[11,12]. 객체 분할 방법은 다중 카메라를 사용하

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조명변화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카메라를 인체를 부위별로 찾아내

는 것이 어렵고 계산이 많으며 행동 인식을 위해서는 

신체의 각 부위 움직임으로부터 행동을 추론하는 방

법이 필요하므로 행동인식에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인체의 포괄적 특징을 이용하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

며 인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모델링하므로 간단하

고 계산 량이 적다[13].

본 논문은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을 

감지하여 알림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일 카

메라에서 실시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움

직임을 추적하며 움직임 추적의 과정에서 기절이나 

쓰러짐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식하여 

알림 메시지를 실행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를 인식하는 알고리즘과 위급 상황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객체의 행

위 인식 및 자세 추정 등을 위해 인체의 정보로부터 

추출된 특징을 학습하고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영상데이터를 이용하여 행위를 인식하거

나 자세를 추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량의 

학습 데이터와 복잡한 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위급 상황판별을 목적으로 인간

의 행위를 인식하므로 좀 더 단순화된 특징과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효율적으로 객체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제안방법은 움직임 객체의 행

위를 걷기, 대각선 걷기, 앉기, 일어서기 등으로 정의

하고 정의된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객체의 모멘트와 

이동정보, 객체의 크기비율 등을 이용한다.

2장에서는 객체추출 및 행동 분류와 비정상 행위 

알림 서비스에 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방법

의 성능을 평가하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방법

본 논문에서는 입력되는 비디오 영상에서 관심객

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추적중인 객체의 움직임에

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판별한다. 만약 객체가 비정상

적인 행위로 판명이 나면 위급상황을 표시하고 그렇

지 않을 경우 객체의 행위를 인식하기 위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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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rection of walking and diagonal-walking 

of the object.

(a) (b)

Fig. 3. The characteristic information of the object (a) Change of the moment and (b) change ratio of the object.

수행한다.

먼저 배경을 모델링하고 단일 카메라에서 입력되

는 입력영상과 모델링 된 배경과 입력되는 영상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리한다. 배경정

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객체의 특징

을 구하여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움직임 추적을 

위한 특징은 객체의 모멘트 정보를 이용하며 위급상

황을 판별하고 객체의 행위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모

멘트의 변화의 부호와 객체의 크기 비율을 이용한다.

그림 1은 제안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2.1 배경모델링과 객체 추출

제안방법은 객체의 추출은 참고문헌 [13]의 방법

을 사용하였다. 제안방법은 먼저 모델링된 배경과 입

력되는 각 프레임의 차영상을 구한다. 구해진 차영상

은 배경과 객체로 분리된 영상이며 입력된 영상이 

세 평면에서 하위 임계 값과 상위 임계 값 사이에 

화소 값이 있다면 배경으로 그렇지 않으면 객체로 

간주한다. 다음은 다음을 배경과 객체를 분리를 위한 

수식이다.

    ≤≤
  

(1)

여기서 는 입력된 영상의 위치(position of in-

put image)이고 객체는 흰색(255)으로 배경은 검은

색(0)으로 이진화한다. 이진화된 세 평면의 결과를 

합하여 최종 결과 영상을 얻는다.

이진화 한 결과 영상은 객체 영역 이외의 미세영

역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모폴로지컬 필터를 이용

하여 미세영역 및 잡음을 제거하고 영역제한을 두어 

중심객체 이외의 미세영역을 제거함으로 배경-객체 

분할 영상()을 생성한다.

2.2 움직임 객체의 특징정보 추출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객체를 추적하며 추적중인 

객체의 움직임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판별한다. 만

약 객체의 행동이 비정상적인 행위 로 인식될 경우 

위급상황(emergency situation)을 알리는 메시지를 

실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객체의 행위를 인식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한다. 객체의 행위는 걷기, 대각선 

걷기, 앉기, 일어서기의 네 가지 기본 동작으로 정의

하고 이 행위 중 걷기는 위(U), 아래(D), 오른쪽(R),

왼쪽(L) 움직임으로 다시 분류하여 행위를 인식하며 

대각선은 위-오른쪽(UR), 아래-오른쪽(DR), 위-왼

쪽(UL), 아래-왼쪽(DL) 방향으로 다시 분류하여 객

체 추적에 사용된다.

객체는 이전프레임과 현재프레임의 모멘트를 구

하여 모멘트를 추적함으로 객체의 이동 및 방향을 

검출하며 검출된 객체의 이동방향으로 걷기와 대각

선 걷기 등 객체의 일부 행위의 판별이 가능하다. 그

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위/아래 걷기와 앉기, 서기 등

과 걷기의 행위 인식의 판별이 어려우며 이를 구분하

기 위하여 현재프레임과 이전프레임의 객체의 크기 

변화율을 사용한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객체의 걷기 

및 대각선 걷기의 움직임 방향과 객체의 특징정보인 

모멘트 변화와 객체의 크기 변화율을 보여준다.

모멘트는 객체영역의 무게중심점으로 객체의 이

동 시 모멘트도 같이 이동되며 따라서 객체의 추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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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ging value of movement of moment between previous frame and current rame

walk diagonal walk
sit stand

U D R L UR DR DL UL

△x * * + - + + - - * *

△y + - * * - + + - + -

적합한 특징이다. 객체영역의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2-1)

 
  






(2-2)

여기서 n은 객체의 화소수(pixel)이며  ,  는 i

번째 화소의 x, y 위치(poisition of  ,  )이다.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모멘트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3-1)

   (3-2)

여기서  는 모멘트의 변화량(change

amount of monent),  는 현재프레임의 모멘

트(monent of current frame), 는 이전 프레

임의 모멘트(monent of prvious frame)의 x, y 좌표

(position)이다. 제안 방법은 와 를 이용하여 

비정상행위를 판별하기 위한 특징으로 사용한다. 또

한 와 의 부호를 특징으로 하여 객체의 행위

를 인식하며 방향성분 값은 와 의 부호를 이

용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여기서  ‘*’는 값에 관

계없음을 의미한다.

객체의 크기변화율은 모멘트와 객체의 상한까지

의 거리(distance of upper limit :  )및 하한까지의 

거리(distance of lower limit : )의 변화율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
(4-1)

 

′
(4-2)

여기서 와 는 객체의 상한 비율과 하한 비율

(ratio of upper and lower limit)이고 와  및  ′와 

′ 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객체의 상한까지

의 거리(distance of upper limit about curent and

previous frame) 및 하한까지(distance of lower lim-

it)의 거리이다.

2.3 객체의 비정상 행위 판별 및 행위 인식

2.3.1. 객체의 비정상 행위 판별 

객체는 카메라로부터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프레

임에서 객체를 추출하여 추출된 객체의 모멘트( ,

)와 변화 및 크기 비율로 객체를 추적하고 비정상 

행위(ES: Emergency Situation)를 판별한다. 그림 4

는 객체의 비정상 행위 판별 알고리즘이다.

객체가 걷기 또는 다른 행위 중 갑자기 쓰러지거

나 기절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객체의 움직임 

값인 와  중가 갑자기 커지며 아래로 이동

된다. 또한 와 은 갑자기 작아진다. 따라서  

와  가 임계 값보다 크고 와 이 작을 

경우 1차적으로 비정상행위로 분류한다. 이때 

의 임계 값은 20, 와  의 임계 값은 0.8로 하였

다. 그러나 객체가 쓰러졌다 해도 다시 움직이거나 

활동할 경우는 위험상황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1차적으로 비정상 행위로 분류되어도 객체의 

움직임 관찰을 위해 비정상행위 판별 후 입력되는 

프레임에서 객체의 움직임 여부를 검출하여 움직임 

판별 정보로 저장하여 일정 시간 또는 일정 프레임에

서 객체의 움직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비정상 행위

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비정상 행위로 인식될 경우 

위급상황 표시를 한다. 제안방법에서는 5프레임정도 

객체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위급

상황으로 표시한다.

2.3.2. 객체의 행위 인식

본 논문에서는 객체의 행위를 걷기, 대각선 걷기,

앉기, 일어서기의 4가지 동작으로 분류하며 그 중 걷

기를 위/아래/오른쪽/왼쪽 의 4방향으로 다시 분류

하였다. 대각선 걷기의 4방향은 객체의 추적에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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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crimenting algorithm of unusual action of object.

Table 2. Condition of action-recognition

condition mean

C.1 Is the change amount of x ?

C.2 Is the change amount of x greater than 0?

C.3 Is the change amount of y ?

C.4 Is the change amount of y greater than 0?

C.5 Is there the change amount of size-ratio within the threshold?

Fig. 5. Classification of action-recognition of object.

용하고 행위 인식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림 5는 행

위인식 분류 알고리즘을 간략히 보여주며 Y는 ‘예’,

N은 ‘아니오’를 의미하며 분류기준은 C.X(X: 분류 번

호)로 표 2에서 보여준다.

3. 실험 및 결과 분석 

제안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이

용하여 배경영상과 입력 영상을 실시간적으로 처리

하였다. 실험영상은 걷기(위/아래/오른쪽/왼쪽), 대

각선 걷기, 앉기, 일어서기, 비정상행위(쓰러짐, 기

절) 등4가지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영상으

로 총 8명의 사람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인간의 동일

한 행동을 하더라도 특징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행동

하므로 걷기, 대각선 걷기, 앉기, 일어서기 등의 모습

이 다를 수 있다. 8명의 실험군은 다수의 사람 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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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Screen of the program of the proposed method (a) initial screen and (b) executing screen.

(a) (b) (c)

(d) (e)

Fig. 7. Extracting image of the proposed method (a) background image, (b) First input image, (c) second input image, 

(d) object-extracting image of (b), and (e) object-extracting image of (c). 

위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선정했으며 복

장 또한 일치하지 않는 다양성을 갖도록 선별하였다.

시스템은 Intel cpu 2.0GHz, RAM, 비주얼 스튜디오 

2010과 OpenCV 2.4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입력되

는 영상의 해상도 1G는 640 × 480 24bit 영상으로 초

당 15 프레임을 전송받는다. 그림 6은 제안방법의 실

험을 위해 구현한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으로 ‘start’

버튼을 클릭하여 제안알고리즘을 실행하며 ‘close’

버튼 클릭 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그림 7은 처음 입력되어온 영상과 두 번째 입력된 

영상에 제안방법을 적용한 결과로 객체 추출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영상 중 객체의 움직임은 추출된 객체의 모

멘트의 추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8은 제안방

법을 이용하여 객체의 움직임 궤적을 표현한 영상으

로 객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함을 보여준다.

표 3은 그림 8(a)의 테스트 영상을 이용하여 식 

(3)과 식 (4), 그리고 표 1에 의하여 프레임별 특징을 

추출한 결과 및 이를 이용하여 행위를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모멘트의 변화량 ∆ , ∆의 미세 

값은 오차를 감안하여 ±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에 따라 ∆ , ∆를 계산하였다. 표 3은 

걷기 영상을 기준으로 한 특징 값과 그에 따른 행동

분류결과가 잘 판단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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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action calssification and charactistic value of waking image

frame number

feature value
10 40 70 100 130 160 190 220 250 280

∆ -4 -5 -4 -6 -5 5 6 4 4 6

∆ 0 -1 1 -5 -1 -1 1 -6 1 1

∆ - - - - - + + + + +

∆ * * * - * * * - * *

 0.98 0.96 0.97 0.96 0.99 0.98 0.97 0.96 0.98 0.96

 0.97 0.98 0.98 0.97 0.97 0.99 0.97 0.98 0.99 0.97

action classification L L L UL L R R DR R R

(a)

(b)

Fig. 8.  Tracing result of object (a) test image and (b) object- tracing image of (a).

Table 4. Result of Action calssification and charactistic value of risk situation 

frame number

feature value
276 278 280 282 284 286 288 290 292 294

∆ 5 5 4 4 10 13 12 1 -1 1

∆ 0 1 -1 1 -25 -27 -33 1 0 1

∆ + + + + + + + * * *

∆ * * - * - - - * * *

 0.98 0.97 0.96 0.98 0.76 0.77 0.53 0.99 0.99 0.98

 0.99 0.97 0.98 0.99 0.79 0.79 0.36 0.98 0.99 0.99

action classification R R R R ESR ESR ESR ESR ES ES

그림 9는 다양한 영상을 입력으로 하여 실험한 결

과를 보여준다.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행위를 판

별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4는 오른쪽으로 걷던 객체

에게 갑작스런 위험상황이 발생되는 테스트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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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Action-recognition of the proposed method (a) sitting, (b) left-direction walking, and (c) risk situation.

Table 5. Result of action-recognition

    action

 human

walk dialognal walk sit stand
emergency
situationframe

recognition
frame

frame
recognition
frame

frame
recognition
frame

frame
recognition
frame

1 838 830 298 298 89 86 105 100 15

2 846 845 300 299 98 98 83 83 12

3 810 807 296 296 100 98 104 103 18

4 787 785 300 295 105 102 110 107 17

5 813 813 296 290 118 118 93 93 13

6 835 835 300 294 86 83 107 107 16

7 865 865 295 291 99 96 101 96 16

8 862 859 297 297 102 99 98 98 15

recognition 
ratio

99.7% 99% 97.8% 98.2% 100%

이용하여 식 (3)과 식 (4), 그리고 표 1에 의하여 프레

임별 특징을 추출한 결과 및 이를 이용하여 행위를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징값 및 행위분류는 위험

상황이 발생된 프레임을 중심으로 2프레임씩 증가시

켜 그 결과를 측정하였다. 284∼288 프레임 사이에 

객체는 쓰러지는 상황이 되고 그 때 행위분류 결과는 

ESR로 ES의 예측단계이다. 288 프레임에서 ESR 신

호 후 292까지의 5프레임 관측 후 객체의 움직임 변

화가 없어 ES로 분류되며 이때 비정상적인 위급상황 

알림신호가 표시된다.

표 5는 8명의 피 실험자를 대상으로 제안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인간의 행동을 인식한 결과를 나타낸

다. 각 사람은 자유로이 움직이며 걷기, 대각선 걷기,

앉기, 서기 등의 행위와 갑자기 쓰러지는 위험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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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제안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식한 프레임 수

와 평균 인식율을 보여준다. 비정상적인 행동은 갑자

기 발생하므로 프레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제

안된 방법을 실험영상에 적용하여 행동을 인식한 결

과 97% 이상의 인식율 을 보였다. 또한 위급상황 발

생시 100%의 인식 율을 보였다. 행위인식 시 오차가 

발생한 것은 실험영상의 획득 시 실내조명의 깜박임

과 카메라의 자동 초점 보정기능으로 인한 초점이 

흐려진 영상 등의 발생이 객체의 오인식이 주된 원인

이었다. 또한 계속적인 걷기 동작 중 앉기로 동작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서 오차가 발생되었다. 이것은 행

동인식을 위한 분류 과정 중 특징정보의 임계영역으

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입력영

상과 배경 영상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객체를 추출하

고 추출된 객체를 추적하며 행동을 분류하여 위험상

황 시 알림 메세지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객체분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배경영상은 다수

의 배경 프레임으로 모델링되며 인간의 활동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걷기, 대각선 걷기, 앉기, 일어서기 등 

4가지의 일상행위와 갑자기 발생하는 쓰러짐이나 기

절 등의 위급상황 등의 행위를 분류한다. 객체의 추

적은 추출된 객체 영역의 모멘트 정보를 이용하며 

행위 인식을 위한 파라메터로는 프레임 간 객체의 

모멘트 정보 변화량과 객체의 크기변화율을 사용한

다. 위험상황은 모멘트정보와 크기비율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분류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연속적으

로 입력되는 프레임에서 객체의 움직임 여부를 검출

하여 움직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비정상 행위로 

인식한다. 객체의 행위는 프레임간 객체의 모멘트 변

화의 방향정보를 이용하여 분류한 후 객체의 크기비

율의 변화로 최종 판별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웹 카메라에서 입력되

는 비디오에서 실험하였으며 객체의 추적 및 위험상

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히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실험영상에 적용하여 행동을 인

식한 결과 97% 이상의 인식 율을 보였다. 갑작스런 

조명의 변화와 카메라의 자동 촛점 기능으로 인한 

객체의 오인식과 행동인식을 위한 분류 과정 중 특징

정보의 임계영역에서 발생한 오차이다. 그러나 또한 

위급상황 발생시 100%의 인식 율을 보였으며 이것

은 많은 양의 학습데이터나 복잡한 학습알고리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유비쿼터

스 환경 하에서 유헬스 및 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응

용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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