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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64년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 이전에도 ‘흡연이 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몇몇 연구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다. 하지만 1964년 보고서는 그동안 학설

로 여겨지던 흡연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미

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연정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흡연과 건강관련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와 관련

된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2012년 보고서 역시 향

후 세계금연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Ⅱ. AIV(Average Intensity Measure)

  각 픽셀의 fn(p)=(R, G, B)T와 같이 3개의 컬러 구성

요소를 가질 경우의 컬러 프레임 fn을 고려해보자. 너비 

w와 높이 h를 갖는 프레임 fn 의 각 RGB 구성요소의 평

균을 아래 식 (1)과 같이 정하자.

hw

pf
A p n
n ×
=
å )(

식 (1)

  장면 전환 검출은 다음 식 (2)와 같이 단순히 정의 할 

수 있다.

nnn AAD -= -1 식 (2)

  불연속 값을 얻기 위해서 각 컬러 채널의 평균 밝기에

서 차이가 더해진다. 장면 전환은 다음 식 (3)을 이용하

여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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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그림 1은 승강기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으로 일반적

인 CCTV 화면이다. 하지만 그림 2는 승강기 내에서 담

배를 꺼내 물고 있는 모습으로 장면 전환 검출에서 크게 

변화가 있는 모습이다.

  

▶▶ 그림 1. 남자  그림

 ▶▶ 그림 2. 담배 피우는 남자

AIV를 통한 승강기 내 흡연 추출
Detection of Smoking in Elevator through A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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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 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추출하도록 한다. 흰색 막대를 입에 물거나, 연기를 내품는 사람을 추출하는 

것이다. 추출 방법은 장면 전환 검출에서 Average Intensity Measure를 이용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추출하여 경찰청이나 

법원에 포렌식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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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 내에서 흡연자를 추출하도록 하

였다. 장면 전환 검출 방법 중에서 Average Intensity 

Measure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흡

연을 하는 사람을 추출하여 경범죄의 포렌식 증거 자료

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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