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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범죄 발생  빠른 상황 단과 효과 인 의사결정을 한 방법으로 이상 행동을 분류, 
분석하여 이상행동 패턴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발생  상황을 상할 수 있는 측하는 모델을 제시

하 다. 이러한 행동분석과 패턴 측 모델은 CCTV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단계별 DB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분석할 수 있고, 과거에 축   분석된 데이터를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 에 방하기 

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인과 계를 짐작할 수 없는 범죄를 미리 측하

고 즉각 으로 방할 수 있는 방법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범죄 방에 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련 

기술 한 발 하고 있다. 보안과 증거확보를 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일정  

화면만을 모니터링 하는 기술에서 악천후의 기후 조건하

에서도 비디오 상 데이터를 선명하게 기록, 재생할 수 

있는 기술과 패턴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 하고 있

다[1]. 이러한 지능형 CCTV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하

여 험시 경보  처가 가능하고 보행자의 신원이나 

치 정보에 한 자동식별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증

거확보나 간 인 범죄 방 효과  신속 응을 한 해

결책으로 쓰이고 있다[2]. 그러나 CCTV자체로는 보행자

의 행 분석을 통한 범죄 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CCTV시스템 설치구역내의 변화감지, 치측정, 상추  

등 지능 인 기능들은 구 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태이다. 

한 실제 환경에서는 범죄 방 목 에 한 만족할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며 오작동 확률에 한 지속 인 기술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3]. 그리고 신원 치  자동식별

은 가능하나 보행자의 이상행동에 한 데이터분석은 어

디까지가 이상행동의 기 인지에 해서는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지 않으며 분류 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행동에 해 정의하고 어떠한 행동

이 이상행동인지 분류하며 이를 통하여 신속한 상황 단

과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한 이상행동 패턴을 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1 이상행동 정의

   일반 으로 이상행동이란 정상  규 에서 벗어난 행

동을 이상행동이라고 한다. 즉, 통계  규 , 사회  규범, 

환경  요청의 기 , 개인의 심리  요구에서 벗어나는, 

개인에게 심리  갈등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서 규정하

는 것 등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4]. 이에 이상행 란 

일정한 기 에서 벗어나 있음을 뜻하는 용어로 일반 이

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상행동이란 2장 2 의 이상행동 

분류에 의거하여 일반 인 상황으로부터 이탈된 행동 

는 정상 인 움직임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이상행동이

라고 정의한다.

2.2 이상행동 분류  분석

   앞서 2장 1 에서 언 한 정상 인 행동이 아니다 라

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사고가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

져 있느냐 하는 문제와 련이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상행동으

로 분류되는데[6], 특히 특정 행동과 사고가 일정 시간동

안 지속 이며 반복되는 행동패턴을 보일 때 이상행동으

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는 이상행동을 다음 표 1과 같이 두 분류로 

정의하며 각각 경고행동과 험행동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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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행동분석

경고

행동

한 사람만 주시한다.

고함을 친다.

걸음걸이가 불규칙 이다.

몸이 흐느 거린다.  

몸을 휘청거린다.

발걸음을 주춤거린다.

험

행동

고개를 두리번거리거나 뒤를 돌아본다.

다른 보행자 근처에서 손이 올라간다.

험 물건을 쥐고 있다.

몸을 숨기고 있다.(은신)

<표 1> 이상행동 분류

   경고행동 분류에서는 범죄 상황이 일어나기  비상

황 단계이며 보행자가 정상 인 움직임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이라 단할 수 있다. 험행동 분류에서는 보행자가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단하여 바

로 험상황이라고 단할 수 있다. 

   를 들어 납치상황에서 이상행동 분류를 할 경우 보

행자는 표  보행자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발걸음을 주춤

거리는 행 를 보이면 이상행동에 한 경고 비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후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주 를 살피

는 행동을 하고 보행자 근처에서 맴도는 경우에는 험행

동 단계로 험상황을 단하여 표 된 보행자에게 알릴 

수 있다.

3. 패턴 측 모델

   빅데이터 기반 이상행동에 한 패턴 측 모델은 크

게 1차, 2차로 나뉘며 그림 1과 같다. 1차 으로는 

Sensing으로 CCTV로부터 입력 받은 모든 비디오 상데

이터를 Raw Data DB에 장한다. 수집된 Raw Data를 

보행자에 하여 Filtering을 한 후 Context DB에 장한

다. 이때 Context DB에는 보행자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치, 시간 등과 같은 순간의 정보를 함께 장한다. 2차

으로는 용, 분석, 결정, 행동의 단계로 나뉜다. 먼  

용의 단계로, 필터링 된 Context DB와 Semantic 

Knowledge를 추가한 DB가 생성된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

를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으로 분류하는데 정상행동의 범

에 벗어난 행동을 한 보행자를 이상행동자로 간주한다.  

분석의 단계로는 이상행동으로 간주된 보행자의 데이터를

재 나타나는 데이터와 일치하거나 과거 유사데이터를 

통해 재 상황을 추론하는 패턴 매칭을 통해[7], 분석된 

이상행동 패턴 정보를 비교한 Situation Knowledge DB가 

생성된다. 결정의 단계로는 앞서 분석한 Situation 

Knowledge DB를 통해 보행자의 이상행동에 해 범죄 

가능성 여부를 단하여 Knowledge DB로 장한다. 범죄

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경고 알림과 같은 행동이 이루어

진다.

(그림 1) 패턴 측 모델

   를 들어 패턴 측 모델을 폭력상황에 용한다고 

할 때 상황은 주춤거리다가 주 를 살핀 후 앞서 가는 사

람에게 달려가 가격한 폭력 상황을 일어나기 으로 가정

해 본다. 1차로 장된 raw데이터를 가공된 데이터를 통

해 2차로 필터링 된 Context DB인 보행자의 정보  순

간상황의 정보를 재 보행자가 정상 인 보행 행동을 하

는지 Semantic Knowledge DB로 추려내어 분석한다. 만

약 정상 인 보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Situation 

Knowledge DB를 통해 보행자의 이상행동패턴을 분석해

본다. 보행자가 주춤거리고 주 를 살핀 후 다른 보행자를 

향해 달려가면 이상행동의 패턴으로 분석되어 범죄(폭력)

로 단하여 범죄 상황 시 알림을 통해 사 에 방할 수 

있다.

4.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수상한 물체나 움직임을 포착해 이를 

실시간으로 악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보행자의 이상행동을 분류,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패턴 측을 통한 이상행동을 검출하는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상황 단과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여 범죄시 유사한 상황에 사 방을 해 용

하기에 합한 모델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각 단계별로 Data Base를 많이 구축해야 하며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한다는 문제

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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