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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그 일부 분야인 교통사고 탐지시스템 또한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사고 탐지시스템은 발생한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체증 감소, 2차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이 시스템에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영상센서 
값은 다른 센서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력 영상을 가공하고 처리하는 방법
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한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추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공간 마르코프 랜덤필
드(Spatio-Temporal Markov Random Field)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영상에서 얻은 정보
는 확률모델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교통사고를 추론하게 된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연속영상데이터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DR 91.5%, CDR 92%, 
FAR 4.25%의 성능으로 나타났다.

표 1. 교통사고 탐지 관련연구의 종류와 방법

연구 입력정보 모델

Yuan [2] 도로 정보 SVM

Hwang [3] 영상 BN

Lozano [4] 영상 K-means clustering

Ki [5] 영상 Rule

Kamijo [6] 영상 HMM

1. 서  론

  최근 도로와 차량 등 교통 구성요소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통의 첨단화
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 시스템의 일
부분인 교통사고 탐지시스템은 ITS의 수요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의료시설의 발달로 교통사고 사
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의 발생 횟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 교통사고 발생에 따르는 희생
과 경제손실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사고를 탐지하는 시
스템이 요구되며, 이는 빠른 사고처리와 후행 차량에게 
사고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은 규칙, 확률기반 모델 등 다양
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규칙기반 시스템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나 환경변화 등에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강인한 확률기반 
모델을 사용한다. 확률기반 모델은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해 갑자기 높은 값이 입력되거나 일부 값이 사
라지는 상황에서 오검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사고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입력 값을 다
룰 수 있으며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해 정확히 분류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당 4프레임의 연속영상으로부터 얻은 

객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객체 추적 알고리즘인 Markov 
Random Field (MRF)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한 
Spatio-Temporal MRF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사고 자동탐
지시스템을 제안한다. 연속 입력의 영상을 다루기 위한 
시간적 개념과 영상에서 존재하는 2차원을 맵핑하는 공
간적 방법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이전 확률모델에서 사용
된 객체의 특징을 활용하는 시스템보다 높은 성능을 나
타내었다.
  이전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시계열 확률모델인 동
적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통사고 탐지시스템이
다. 교통사고 추론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은 객체의 좌표, 
크기, 속도, 모션벡터를 사용하며 사고 탐지를 위해 객체 
쌍의 겹침, 속도차이, 방향 등을 고려한다. 이 방법에서 
사용된 입력 값은 객체의 좌표 값을 가공한 것으로 선행
되는 영상처리 기법에 의해 성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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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개요

그림 2. 객체 정보의 시공간 마르코프 랜덤필드 맵핑  

다. 또한 모델링에 사용된 확률모델은 두 시점 전부터의 
객체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교통상황과 객체의 움직임 
등에 의해 오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구간의 정보만을 활용할 것이 아
니라 객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논문에서 사용된 교통사고 모델링 기법으로 
K-means 클러스터링, SVM(Support Vector Machine), 
BN(Bayesian Network), HMM(Hidden Markov model) 등이 
있으며 표 1과 같다.
  마르코프 랜덤필드는 영상처리분야에서 객체를 검출하
는데 주로 사용된다. 특히 연속영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간이나 공간적 개념을 함께 사용한다. 연속 영상에서 
객체 추적에 강인한 부분은 겹침이나 분할이며 이러한 
현상이 잦은 감시카메라나 로봇비전 등에 활용된다. 특
히 도로를 촬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는 차량을 비롯해 
보행자와 이륜차 등 여러 객체 종류가 있으며 객체들의 
겹침과 분할이 잦은 연속영상이라 할 수 있다. 
  Fujimura 등의 모델에서, 연속영상의 오브젝트 구역을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강인하다고 할 수 있다[1]. 단순히 
공간적으로 세그멘테이션하는 방법은 픽셀단위로 뽑아내
고 뽑아낸 것을 근접 픽셀끼리 블록단위로 확장하고 블
록단위로 확장하고 레이블링을 위해 각 픽셀에서 얻은 
값을 참조해서 시공간적으로 각 객체의 모션벡터를 나타
낸다. 교통사고 탐지의 측면에서 시공간적인 방법으로 
모델을 개선하면 노이즈에 강인하고 특징의 변화를 이용
해 추출해내는 시공간 마르코프 랜덤필드모델은 유용하
다고 할 수 있다.

2. 시공간 마르코프 랜덤필드 기반 교통사고 탐지시스템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카메라로
부터 입력을 받은 연속 영상 데이터는 먼저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통한다[7].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객체의 정보는 설계된 MRF에 맵핑시킨다. 각 객체의 정
보는 시공간적으로 다뤄져 특징 값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 값은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해 최종적으
로 교통사고를 결정한다. 
2.1 시공간 마르코프 랜덤필드

시공간 마르코프 랜덤필드는 기존 마르코프 랜덤필드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개념을 확장한 모델이다. 마르코프 
랜덤필드는 그래프 모델로 노드와 엣지로 나타낸다. 문
제에서 주어지는 여러 지식이나 정보 등이 클릭(Click)함

수에 의해 통합되어 표현될 수 있다. 사용되는 시스템 
랜덤변수(Ramdom field)를 노드(Node)로 나타내고 그 이
웃들과의 관계를 이웃시스템(Neighbor system)이라 정의
한다. 랜덤변수가 이웃체계(neighborhood system)에 대해 
다음 두 조건이 성립하도록 한다[1].
·조건1: Positivity

·조건2: Locality

이전 이미지 G에서의 값을 G(t-1) = g라 하고, 현재의 이
미지를 G(t) = h 라 했을 때, 각 픽셀에서 각 상태를 다
음 식(3)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간 t-1에 대한 오브젝트 맵 X를 X(t-1)=x라 하고 t시점에
서의 값을 X(t) = y 라고 할 때, 각 블록에서 상태는 다
음 식(4)와 같으며 k는 블록의 번호를 뜻한다. 

마르코프 랜덤필드의 에너지 함수 U(y)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U(yk)는 시공간 마르코프 랜덤필드를 구성하기 
위한 각 오브젝트 맵에 대한 에너지 함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을 바로 모델에 적용할 수 없
기 때문에 사전에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가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상은 그림 2와 같이 8x8 픽셀 단
위로 블록으로 총 40x30개의 블록으로 재구성하였다.
맵핑된 블록들은 이전 시간의 정보를 활용해 객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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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안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의 성능비교

모델
DR 
(%)

CDR 
(%)

FAR 
(%)

인식시간(ms)

S-T MRF와  
 확률모델

91.5 92 4.25 271.33±22.36

DSM과
규칙

51.65 65.35 27.04 9.61±0.02

DSM과
확률모델

90 91.35 5.71 143.26±0.24

션 벡터를 결정한다. 모션벡터는 블록 단위의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서 결정한다. 

2.2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교통사고 결정 모델

S-T MRF로부터 얻은 객체의 정보를 입력으로 하는 베이
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교통사고를 결정한다. 
얻은 객체의 정보는 객체의 겹침 유무, 속도, 모션벡터이
다. 이 정보를 겹침, 완전겹침, 객체의 속도의 빠름, 보
통, 느림으로 나누고, 정지 유무와 모션벡터 변화 값으로 
계산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에 사용한다.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전연구의 모델을 이용하였다[8]. 
설계된 네트워크는 노드의 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연산속
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공간 마르코프 랜덤필드의 연산
량을 고려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설계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제 수집한 비
디오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속 영상을 이용입력으로 
하는 제안하는 시스템은 교통사고 탐지를 한 후에 사고 
유무를 알람으로 출력한다.
  실험에 사용된 비디오데이터는 일반상황, 사고유사, 사
고장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상황은 7개의 장
면으로 교통상황은 원활하다. 또한 사고유사는 2개의 장
면으로 부분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며 3개의 사고장면에서
는 교통의 흐름이 정체로 나타낸다. 
  평가방법은 DR (Detection Rate), CDR (Correct 
Detection Rate), FAR(False Alarm Rate)을 이용해 계산
하였다[6].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실험 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제안하는 방법인 S-T MRF와 확률모델을 이용
한 방법이 기존 Dynamic Saliency Map과 규칙 및 확률을 
이용한 방법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인식시
간 면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발생
하였다. 분석결과 S-T MRF의 많아진 연산량 때문에 전
체 시스템의 인식시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S-T MRF가 성능을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지만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방법을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마르코프 랜덤필드 모델을 기반으
로 하는 확률기반의 교통사고 탐지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제안하는 방법은 연속영상에서 검출한 객체를 시공

간 마르코프 랜덤필드 모델에 맵핑하여 객체의 특징 값
을 추출하고, 추출된 값을 입력으로 하는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추론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교통사고 유무를 판단
한다.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영
상을 이용하였으며, 실험결과 기존에 객체검출 알고리즘
을 이용해 추론한 규칙기반, 확률기반 시스템에 비해 제
안하는 방법이 높은 성능의 정확률을 보였다. 하지만 기
존 방법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인식 속
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향후에는 모델최적
화, 적응형 모델과 같이 성능을 유지하면서 인식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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