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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for

classifying six group activities, by using several

spatiotemporal patterns and their projection. The

proposed algorithm first generates spatiotemporal

pattern by sampling pixels at a set of horizontal

lines in each frame along time axis and projects

them into one pattern. Motion trajectories of each

group are computed by comparing the several

spatiotemporal patterns with projected pattern.

Hidden Markov model (HMM) classifier categorizes

the motion trajectories by activities of two group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estimate motion trajectory precisely

and show the better performance than existing

approach.

I. 서론

 오늘날 카메라 모듈의 발전 속도가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 카메라 모듈의 크기가 소형화 되고 가격 또한 저

렴해 지면서, 자체적인 연산기능이 탑재된 감시 카메

라들이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감시 카메라는 저장기

능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추적하

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실제상황에서는

여러 사람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이러한 경우를 연구하는 그룹 행동 분류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

선 프레임에서 사람을 찾고 추적하여 행동을 분류하고

있다 [1]-[3]. Robust multiple target 추적을 이용하여

위치를 찾은 후 Gaussian process estimation으로 분류

하거나 [1], dataset의 ground truth에서 위치를 참조한

후 hidden Markov model (HMM) classifier를 이용하

여 분류하였다 [2]. 또한, 사람의 동선을 bag of words

의 vocabulary로 나타낸 후,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3]. 하지만,

이 방법들은 계산량이 많아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감

시카메라에서 이용되기엔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수평 방향 (x축)의 스캔라인들에서

시공간 패턴들을 추출한 다음, 추출한 시공간 패턴들

을 수직 방향 (y축)으로 투영시켜 차원을 간소화 해

계산량을 대폭 감소시킨 연구가 있었다 [4]. 그러나 y

축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 y축 방향의 움직임을 알 수

없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 [4]를 바탕으로 하여 시공간 패

턴을 이용하여 그룹 행동을 분류하였다. 논문 [4]의 단

점인 y축 값을 추가하기 위해, 투영시키기 전의 각각



그림 2. 시공간 패턴 추출과 투영 과정

그림 1. 제안하는 알고리즘 흐름도

의 스캔라인에서 추출한 시공간 패턴과 투영시킨 시공

간 패턴을 비교하여 y축 방향의 움직임을 알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전체 알고리

즘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먼저 움직임이 없는 배경

을 제거한 후 M개의 수평 방향 스캔라인에 대하여 시

공간 패턴을 추출한 후 이를 하나의 패턴으로 투영시

킨다. 그리고 각각의 M개의 시공간 패턴과 투영시킨

패턴에서 나타난 움직인 사람들의 흔적에서 노드를 정

의하여 이들을 연결하여 사람들을 추적한다. 여기서

구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두 사람간의 거리의 변화

량과 속도를 구하고, HMM classifier를 이용하여 다양

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시공간 패턴을 추출하는 과정과

위치정보를 구하고 행동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3장에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하며, 마지막

으로 4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II. 본론

2.1 시공간 패턴 추출

시공간 패턴이란 스캔라인을 기준으로 시간 t에 대

해 해당하는 픽셀 값을 축척하여 패턴을 생성하는 것

이다. 시공간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입력 영상 I의 y축

에 대해 일정한 간격 k마다 수평 방향 스캔라인에 대

해 픽셀 값을 추출하고 시간 t에 대하여 축척하여 식

(1) 과 같이 M개의 시공간 패턴 B1, B2, …, BM을 추

출한다.

      (1)

m은 m번째 스캔라인을 의미하고, ym은 m번째 스캔

라인 패턴의 y축 값이라 정의한다.

다음으로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위치정보가 필요하므로 배경을 제거

해 준다. 감시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시간

t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시간 t와 시간 t-1일 때

의 픽셀 값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전 과정에서

구했던 시공간 패턴에서 현재시간과 전시간의 픽셀 값

과 비교하여 값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배경이라고 보

고 제거 해 주어(2), 배경이 제거된 시공간 패턴 Sm을

얻는다.

       (2)

위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총 M개의 스캔 라인에서

얻어진 배경이 제거된 시공간 패턴을 하나의 패턴으로

투영시킨다. 투영된 패턴 P에서는 시간 t에 사람이 어

떤 x값을 지나갔는지는 알 수 있으나 y축에 대한 정보

는 소실되어 알 수 없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M개

의 배경이 제거된 시공간 패턴과 비교하여 보면, 알고

있는 x와 t에 대해 어느 y값을 지나갔는지 알 수 있다.

2.2 위치정보 추출과 분석

배경을 제거한 시공간 패턴에서 값을 가지는 부분은

해당 시간 t에 해당 부분에서 사람이 움직여 흔적이

남은 곳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간격 T마다 n×n 크기

의 마스크로 스캔하여 평균값이 임계값 THm이상이 되

는 경우에 노드라고 정의한다.



행동 정의

Approach 두 그룹이 서로 다가간다.

Chase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뒤쫓는다.

Split 한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

In-Group
그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거

의 움직임 없이 서 있다.

Walk-Together 한 그룹이 함께 걸어간다.

Run-Together 한 그룹이 함께 뛰어간다.

테이블 2. 그룹 행동의 정의

그림 4. 위치정보 분석 결과

그림 3. 노드 검출

투영된 패턴에서 찾은 노드 
는 x값 만 가지고 있

다. 이때, 앞서 S1, S2, …, SM에서 찾은 노드
와 투

영된 패턴에서 찾은 노드의 위치를 비교해준다. 그 후,

식 (2)와 같이 같은 위치에 있는 노드에 대응하는 패

턴이 Sm이라면 k×m을 
의 y값으로 추가 해준다. 여

기서 THN은 임계값을 나타낸다.


  

   (3)

만약 사람의 길이 때문에 x값은 같지만 여러 시공간

패턴에서 같은 노드가 검출이 된다면, 처음으로 검출

된 패턴과 마지막으로 검출된 패턴의 y값의 중간 값을

y값으로 추가 해 준다.

앞에서 찾아준 노드들을 타임 축을 따라 칼만 필터

를 사용하여 연결하면 사람의 움직임을 트래킹 할 수

있다. 그림 4를 보면 검출된 노드들은 원으로 나타내

고 실선으로 연결하여 궤적을 알 수 있다.

2.3 HMM classifier

Hidden Markov model은 보통 음성인식, 온라인 손

글씨 인식 그리고 패턴인식 등에서 많이 이용된다. 이

는 HMM classifier는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들

간의 전이가 특정한 확률 값을 통하여 이루어져 시간

성을 갖는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그룹 행동 인식에서도

시간에 따른 사람의 위치 변화를 이용하므로 HMM

classifier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트레킹 된 두 노드들의 관계를 이용

하여 그룹사건을 분류한다. 두 노드들의 관계의 특징

중 두 노드의 속도 중 빠른 것의 속도와 두 노드간의

거리 차의 변화를 HMM classifier 인풋으로 하는 데

이를 테이블 1에 정리하였다.

특징 이름 정의

속도 max 
   

 

거리의

차의 변화
 

   
    

   
 

테이블 1. HMM classifier에 사용되는 특징의 정의

여기서  
 은 투영된 패턴의 i번째 사람의 시간 t에

서의 (x, y)값을 나타내고, v는 시간 t에서의 노드의 속

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dist는 두 노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림 4에 대해서 살펴보면 2, 3번 그룹의 경우 서로

다가가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 둘의 특징을 분석하면

계속 (-)의 값을 띄게 되며 속도 또한 높지 않다. 그리

고 1, 2번 그룹의 경우에는 함께 걷고 있는데, 이때에

는 두 그룹의 거리의 차의 변화량은 매우 극소하게 변

화하고 속도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두 특징을 이용하여 행동을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구현 및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Intel

Quad Core 2.50GHz CPU와 4GB의 RAM를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한 BEHAVE dataset [5]을 이

용하여 구현하였다. BEHAVE dataset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룹 행동 중 ‘Approach’, ‘Chase’, ‘Split’,

‘In-Group’, ‘Walk-Together’ 그리고 ‘Run-Together’에

대해 분류하였다. 각 그룹 행동의 정의는 테이블 2에

정리되어 있다.



행동
precision(%) recall(%)

proposed [4] proposed [4]

Approach 95.2 87 90.9 91

Chase 90 75 90 60

Split 94.7 95 100 100

In-Group 85.7 93.4 96 95.8

Walk-Together 89.3 81.8 86.2 93.1

Run-Together 100 100 91.7 66.7

테이블 3. 실험 결과

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EHAVE dataset의 행동을

분류하여 테이블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논

문 [4]는 y축 방향의 속도 값을 측정할 수 없어, 달리

는 경우를 제외하고 ‘Approach’, ‘Split’, ‘In-Group’ 그

리고 ‘Moving-Together’의 4경우만 분류할 수 있었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는 y축 값과 HMM classifier에서

속도 특징이 추가되어 비슷한 정확도로 좀 더 많은 행

동을 분류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감시카메라 환경에서 그룹 행동을 효

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시

공간 패턴을 사용하였지만 잃어버린 y축에 대한 정보

도 추출하여 행동들에 대해 높은 정확도로 분류 할 수

있었고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지 않아 간단한 감시

카메라에서도 실시간으로 그룹 행동을 분류할 수 있었

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논문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정확도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분류 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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