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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감시시스템이 갖추어진 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 행동을 효율적으로 감
지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한다. 최근 대형 범죄 및 방화 사건 등의 방지목적으로 DVR 의 단순 녹화

를 벗어나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

은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에 있으며 영상내의 관심물체 추출을 위한 전경과 배경의 분리 및 추적 단
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통하여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고, 관심

영역에 한해서 Optical Flow 기법을 이용하여 폭력상황과 같은 특이 행동의 감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1. 서론 

1)지능형 감시 시스템 

최근 대형 범죄 및 방화 사건 등의 빈발에 따라 지
능형 감시 시스템(Intelligent Surveillance System)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2]. 지능형 감시시

스템은 감시 카메라의 영상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시
스템이 스스로 사물의 위치 및 패턴을 분석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경보 및 출입 차단 시스템을 
작동하거나 보안담당자에게 즉각 현황을 알려줌으로

써 사람의 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3, 4]. 

 

 
(그림 1)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구성 

 
2)가우시안 혼합모델을 이용한 감시시스템 

실시간 영상감지 시스템에 있어서 (그림 1)의 첫 
번째 단계인 전경(foreground) 물체와 배경(background)

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 단계에서 정확하게 물체를 분리해내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인 물체 추적(Tracking)과 관심물

체(Interesting Object)의 행동분석(behavior analysis)은 매
우 어려운 작업이 된다. 

효과적인 배경의 제거를 위해서는 적용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내에 비해서 조명제어가 어려운 
실외에서의 분리는 보다 어렵고 복잡하다[5]. 실외에

서는 갑작스런 물체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sudden 
once-off changes)뿐만 아니라 분수대, 나뭇가지의 흔들

림, 광고 모니터의 깜박거림, 호수 물결의 표면 흔들

림, 에스컬레이터의 움직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배경

의 제거를 위해서 픽셀 기반의 배경분리 기법인 
GMM(Gaussian Mixture Model)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6, 7].  

GMM 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짧은 시간에 대한 
frame 들이 있을 때, 특정 픽셀은 각각 시공간적으로 
독립이며 동일한 확률적 모델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확률적으로 접근한다[8].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반복적 절차를 이용하여 학습하며 이를 
EM(Expectation Maximum)이라고 한다.  

 

 
(그림 2) 데이터의 적층을 통한 확률적 모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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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각의 픽셀값을 고려하면 아
래의 수식(1)과 같은 누적값의 획득이 가능하다. 

 
n
jjj yxIx 1)},({ ===ℵ               (1) 
 

여기서 ),( yxI j 는 위치(x, y)에서의 픽셀에 대한 

시간 j 의 grayscale 값이다. ℵ에 대한 가우시안 확률 
혼합모델은 아래 수식(2)의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위의 수식(2)에서 는 Gaussian component 에 
번째 정규화된 가중치 값이다. 따라서 이다. 

)는 를 위한 PDF 이고 이것은 수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관측 데이터의 집합 x 에 대해서 번째 성분 파라

미터 로 이루어진 PDF 값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확률값을 최대화(Maximum-Likelihood)하
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EM 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9-11] 매 장면마다 평균과 분산에 대한 값을 갱신한

다[7]. 본 논문에서 구현된 프로그램 또한 위와 같은 
GMM 의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위의 수식(2)
에서 최근 900frame 에 대해서 각 frame 에 pixel 당 가
중치를 0.00125 로 적용하였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일반적으로 3 개에서 5 개를 사용하지만 실험환경에서 
얻고자 하는 object 가 사람에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3 개만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 지고 나면, (그
림 1)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배경을 제
거한 전경물체에 대해서 ROI(region of Interest)를 설정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추적은 두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ROI 를 통해서 질량중심을 이용한다. 중심의 
궤적과 위치 정보를 통해서 네 번째 과정인 이벤트를 
감지한다[12].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 기반

한 특이 행동 인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특
정환경에서 몇 가지의 행동 패턴을 정의하고 실험을 
통하여 패턴인식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하였다.  

 
2. 특이 행동 인식 

1)Optical Flow 를 이용한 이상 행동의 인지 

Optical Flow 는 실시간 영상에서 특징점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이동되는 vector 의 크기와 방향 정보

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보 특징의 적당한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13, 14]. 실제로 
일본의 미쯔비시는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Optical Flow 를 이용하여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15]. 여기서는 세가지 요소(D: 흐
름에 방향, M: 흐름의 크기, Q: vector 의 개수)들의 데
이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평균값 : , 표준편차 :  
 

 
 
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5)를 구하여 활용하

였다. 
 

 
 
 수식(5)와 같이 단순히 데이터를 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사람의 운동패턴은 평소에는 간단하지만 
폭력적인 상황이나 특이한 행동의 경우에는 패턴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엘리베

이터의 내부환경(인테리어, 벽면의 유리, 카메라의 위
치)을 모두 배경으로 간주하였고 엘리베이터 승차자

의 옷의 특징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

서 특징 값(D, M, Q)을 통해서 이상 행동을 의심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두고 사용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 vector 의 방향에 대한 평균과 분산, 그리

고 vector 의 크기에 대한 평균과 분산 결과를 도출하

여 명확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환경에 따른 패턴 정의와 알고리즘 

이상행동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환
경에 맞게 관찰대상 물체의 패턴을 정의해야 한다. 
[12]에서는 사무실, 복도, 지하철, 캠퍼스 내에서 일반

적인 객체의 움직임을 Foreground pixels 의 추적과 물
체간의 휘도(luminance contrast) 차이를 이용하고, blob
의 궤적을 이용하여 이상 행동을 관찰하였다.  

 

 
(그림 3)알고리즘 다이어그램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이전의 연구 내용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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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주차장이라는 특정환경에서 뛰다, 걷다, 도
난, 폭력이라는 4 가지 새로운 행동 패턴을 정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위의 (그림 3)은 GMM 모델을 이용하여 추출된 물
체와 Optical Flow 를 이용한 데이터를 결합에 의한 제
안된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이다. GMM 은 online-EM 알

고리즘[16]을 이용하였으며 Optical Flow 는 [17]의 방
법을 이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4)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실험 화면이다. (a)는 실제 비디오의 촬영영상

이며 (b)는 관심영역에 대한 Optical Flow 영상이다. (c)
는 GMM 을 통해서 추출된 Object 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장면이다. 중간의 원은 평균과 분산, 평균 
방향을 나타낸다. 

 

  
(a)촬영화면 (b)Optical Flow (c)GMM & ROI 

(그림 4)GMM 과 Optical Flow 를 물체 및 특징 추출 
  

3)실험 

아래의 (그림 5)는 주차장에서 연출된 상황을 통해

서 실험을 하는 장면이다. 연출된 상황은 (a)도난, (b)
뛰다, (c)폭력, (d)걷다 의 4 가지로 실험을 하였다. 
 

(a)도난 
 

450frame 
 

이상 
행동 

 

(b)뛰다 
 

95frame 
 

이상 
행동 

 
(c)폭력 

 
750frame 

 
이상 
행동 

(d)걷다 
 

350frame 
 

정상 
행동 

(그림 5)상황에 따른 데이터 추출 
 

3. 결과 및 향후 과제 

1)실험 결과 

(그림 5)의 상황에 따라서 추출된 물체의 Optical 
Flow 에 대한 ‘방향 분산(그림 6)’, ‘크기의 평균(그림 
7)’, ‘크기의 분산(그림 8)’, ‘방향의 평균(그림 9)’을 구
하였다.  Optical Flow 의 방향은 기준 축을 양의 x 축

으로 하는 각도(radian)값이다. 
(그림 6)은 vector 의 방향에 대한 분산 값을 살펴보

면 도난과 폭력상황에서 peak 지점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폭력이나 도난 시에는 vector 의 방향에 대
한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6)상황에 따른 Optical Flow 방향의 분산 

 

 
(그림 7)상황에 따른 크기의 평균값 

 

 
(그림 8)상황에 따른 크기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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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이상행동 이후에 범죄자가 빠른 걸음으

로 현장을 뛰어나가는 시점에서 peak 가 발생하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아래의 (그림 8)도 (그림 7)과 비슷

한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래의 (그림 9)는 정상적인 행동인 ‘걷다’에서 가

장 높은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
다. 이것은 주차장이라는 환경에서 차량의 승하차 시
에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vector 의 평균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9)상황에 따른 방향의 평균 

 
(그림 6~9)를 통해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이상행

동 시에는 vector 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평균과 분산

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GMM 과 Optical Flow 의 혼합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관심영역에 관한 행동인지에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응
용을 위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
림 6~9)에서 gray 면으로 표시된 중간의 평면영역은 
이상행동을 효율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임계치를 설정

해 놓은 것이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응적인 
임계치 결정을 통해 임계치를 넘기면 이상행동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차장이라는 환경에서의 인
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2)향후 과제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한 실험에서 이상 행동 인지

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실험과정에

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발생하였다. 첫째 본 논문에

서는 추출된 물체에 대해서 그림자를 제거하지 않았

다. 그림자의 정보 또한 물체와 관련된 정보 간주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차장이라는 환경에서 자동차 
표면에 반사된 조명 또한 물체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
생하였다. (그림 6~9)의 그래프를 보면 이상행동을 가
지는 그래프가 Multi-modal 형태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다 유
연한 임계치의 설정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환경과 보다 많은 상황에서의 
실험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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