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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lligent method to surveil moving objects and to judge an unusual-behavior 

by using network cameras. To surveil moving objects, the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algorithm is used 

to characterize the feature information of objects. To judge unusual-behaviors, the virtual human skeleton is used to 

extract the feature points of a human in input images. In this procedure,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improves the accuracy of the feature vector and the fuzzy classifier provides the judgement principle of 

unusual-behaviors. Finally,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e effectiveness an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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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상 감시 시스템에 한 심이 보안과 감시 시스

템 업체를 심으로 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안과 감

시 상황에 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할 수 있는 지능화 

상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에 단순한 

수동 인 카메라를 이용한 보안 체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를 이용한 능동 인 보안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일반 인 

보안 감시 시스템의 종류 에서도 실내/외 도난 감시  

방지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 개발되

고 있는 부분의 감시 시스템들은 실생활의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단  분석 하기 해 인간-컴퓨

터(Human-Computer Interaction : HCI)간 상호작용 기술을 

용하고 있다[1].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연속 인 상으

로부터 움직이는 물체를 감시하여 비정상행 (범죄의도)를 

정확하게 악하기 함이다.

최근 감시  인간의 행동분류 기술에 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입력 상과 기  상에서 밝기와 색 성분을 이용

하여 배경 제거하는 방법[2], Gaussian모델을 이용하여 경

을 추출하는 방법[3]이 있다. 이외에 그래  분할 방법과 그

래  컷 방법[4],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간 특징 정보

를 추출하는 방법, 학  마커를 이용하여 인간 특징 정보

를 추출 하는 방법 등이 있다[5]. 와 같이 이동 물체의 

역 추출  추 을 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 되었으나 

다양한 조명 환경  복잡한 배경을 가지는 환경에서는 이

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물체에 한 감시  도난 등의 비정

상행 를 인식 하기 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기반으로 SIFT

알고리즘과 히스토그램기법을 활용하여 특정물체를 감시하

며, 인간의 행동  비정상행 를 단하기 하여 가상 인

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된 상에서의 인간의 특

징 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 을 바탕으로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보다 정

확하게 표 할 수 있는 특징벡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특징

벡터를 기반으로 퍼지분류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분

류하고, 생성된 특징벡터와 특정물체의 거리를 기반으로 인

간의 비정상행 를 단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은 실

험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보인다. 

2. 물체감시  비정상행  단 시스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용한 물체 감시와 비정상행  단

을 하기 하여 SIFT 알고리즘을 용하여 감시 물체의 특

징 정보를 DB화 하고, 히스토그램(Histogram)기법을 활용하

여 감시지역(ROI: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한다. 한 인간

의 행동  비정상 행 를 단하기 하여,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특징값을 추출한다.. 

스 톤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된 특징값을 기반으로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차원의 

인간의 움직임을 특징벡터로 생성하고, 생성된 특징벡터를 

기반으로 퍼지분류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분류 한다. 

최종 으로 생성된 특징벡터와 감시물체의 거리를 기반으로 

인간의 비정상행 를 단한다. 

2.1 물체 감시를 한 상처리

물체 감시를 하여 먼  SIFT(Scale Invariant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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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감시물체의 특징 정보를 

DB화 한다. SIFT알고리즘은 상의 변환, 크기 는 회

에 해 일정한 특징벡터의 추출이 가능한 장 을 갖는다. 

SIFT 알고리즘을 이용한 특징벡터 추출 방법은 아래와 같

이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6]. 

1단계 : Scale-space extrema detection
￬

2단계 : Keypoint localization
￬

3단계 : Orientation assignment
￬

4단계 : Keypont descriptor

그림 1 SIFT의 추출단계

Fig. 1 Sample image using SIFT

그림 2는 SIFT 알고리즘이 용된 샘  이미지의 특징벡터

를 보여 다. 감시하고자하는 특정물체 상들을 SIFT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DB화 한다.

그림 2 SIFT를 이용한 샘 이미지 

Fig. 2 Sample image using SIFT

DB화된 특정 물체를 감시하기 해 감시지역을 설정한다. 

감시지역을 설정하기 해 순차알고리즘을 이용한 이블링 

기법을 용하여 상에서의 이웃하는 화소들의 연결성을 

분석한다. 감시지역의 크기와 치는 입력된 이진 상 

의 정보를 사용한다. 크기와 치는 식(1)과 같다. 그림 

3은 감시지역 역 설정과정  설정된 화면을 보여 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감시지역 역이 존재하며, 하나는 감

시물체주 (감시지역_1)에 다른 하나는 출입문(감시지역_2)

쪽에 지정하여 움직임물체를 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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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감시지역(ROI)

Fig. 3 Region of interest

2.2 퍼지분류기를 이용한 인간의 행동분류

퍼지분류기를 이용한 인간의 행동 분류를 하여 가상 인

간 스 톤 모델과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한다. 입력된 상에서 인간의 스 톤 추출은 

OpenCV(Open Source Computer Vision)에서 제공하는 얼

굴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속된 이미지로부터 찾아내

고 얼굴의 크기로부터 인체의 비례 정보를 생성한다[7]. 입

력된 연속 인 상 정보를 시간t 에 해서 식(2)와 같이 

정의 한다. 여기서, 는 입력 상의 치 정보,   는 

입력 상의 RGB 정보이고,  은 시

간 에 해서 입력 상의 RGB 픽셀 정보이다.

     
         (2)

공간상 정보()와 시간상 정보()는 다음 식(3)과 같다.

  

 









 

    







 

          (3)

이들 공간상 정보와 시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식(4)와 같이 

볼록합 취하여 하이 리드 실루엣을 추출한다. 여기서 는 

볼록 합 라미터이며, 이 라미터 를 조 함으로써 략

인 인간 몸의 실루엣을 얻는다. 

  


            (4)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은 인간의 움직임을 요한 의 

치만으로 표 한 특징  벡터 표  방식이며 10명 인간 신

체 DB를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 구조  비례 정보를 얻은 

결과에서 신체의 비례 정보를 구하여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생성하고, 정확한 손의 특징 을 탐색하기 해 

Peer의 색상 모델을 이용한다[7]. 입력된 상으로부터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하여 특징 값을 추출하 다. 가

상 인간 스 톤 모델의 시스템 도는 그림 4와 같다. 실험

에 사용된 인간의 특징값은 머리 좌표, 무게 심 좌표, 손 

좌표, 어깨 좌표, 발 좌표, 골반좌표 등으로 총 11개의 특징

값을 사용하 다. 입력된 상으로부터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하여 특징값을 추출하 으나, 추상 인 단순 특

징을 사용하면 무 간단하여 복잡한 형상이나 동작을 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 5와 같이 특징값과 차분정보를 이

용한 차원공간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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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상 스 톤의 시스템 구성도 

Fig. 4 System configuration of Virtual skeleton

그림 5 상의 그룹

Fig. 5 group of images

2차원 상에서의 움직임을 알아야 행동분류가 가능하므로 

식(5)을 이용하여 연속된 상의 차분 정보를 계산한다. 


  ≤≤ ≤≤                (5)

특징 값들은 수치 으로 동일한 단 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 차원 벡터 공간을 생성하

기 하여 주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고유공간을 계산

하기 해서 먼  모든 특징 벡터에서 평균벡터를 구하여 

각 특징들과의 차를 구한다. 평균 상 와 상 집합 를 

식(6)과 식(7)과 같다.

 


  



                 (6)

                
       (7)

고유공간을 구하기 해서는 M*N 의 크기를 지닌 상 집

함  를 식(8)와 같이 계산하고 식(9)에 만족하는 고유벡터

를 구하면 된다. 즉 공분산 행렬 Q에 한 고유치 와 고유

벡터 e를 구한다. 

                   (8)

                    (9)

고유치분해를 하여 특이치 분해를 이용한다[9]. 얻어진 고

유공간에 평균 상 에서 뺀 상 집합  를 모두 식(10)

을 이용하여 투 시킨다. 

   
               (10)

입력 상에서 행동이 바 는 임을 검출하여 모델을 구

성하기 하여 같은 행동에 속한 상끼리 분류하는 작업을 

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다변량 분산분석법을 이용한다

[9].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는 행동분류를 한 퍼지분류기의 

학습데이터로 이용 된다. 

  인간의 행동분류는 유사 동작 간의 구분이나, 개별 인 동

작의 차이, 동작의 빠르기 등에 따라 이를 분석하는 일이 매

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분류하기 

하여 퍼지 분류기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 다. 행동분류

를 한 퍼지 분류기는 다음과 같이 식(11)과 같은 규칙들

로 나타 낼 수 있다.

  IF    and  ∈   ikTHEN   
           (11)

여기서,   
는 특징 벡터들의 입력 벡터를 나타내며, 

는 i번째 규칙의 j번째 가우시안 멤버쉽 함수를 나타낸

다.  는 번째 규칙의 결론부 변수이며, 는 i번째 규칙

의 결론부 상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k는 퍼지 규칙의 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8가지의 퍼지 규칙을 사용하 다. 

최종 퍼지분류기의 출력식은 식(12)와 같다.  는 건부 

발화 정도를 나타내고, 은 퍼지 규칙의 수를 나타낸다. 최

종 으로 조건부의 멤버쉽 함수와 결론부 상수는 유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동정하 다.

 


 



 


  



 di
  ,    

 



Mij ej           (12)

행동분류가능 동작은 좌우 걷기, 한손 들고 내리기, 양팔 들

고 내리기, 발 들고 내리기이다. 그림 6은 분류 가능한 상

이다[10].

그림 6 행동분류 가능 상

Fig. 6 Example of inpu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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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정상행  단

비정상행  탐지는 SIFT를 이용해 DB에 등록된 감시물

체와 움직임 물체와의 거리, 감시물체와 움직임 물체와의 

여부, 감시지역 내/외 의 물체이동 여부를 통하여 결정된

다. 비정상행  탐지는 4단계로 분류되며 이는 그림 7과 같

이 안  단계, 주의 단계, 험 단계, 최종 으로 경보단계로 

나뉘어 단한다. 비정상행 의 탐지는 감시물체와 움직임

물체와의 거리는 감시물체의 치좌표와 움직임물체의 무게

심 의 치좌표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움직임 물체가 있

더라도 감시지역 외에 치하고 있는 경우는 안  단계로 

단한다. 감시지역 내에서 움직임물체와 감시물체의 거리

가 어들수록 비정상행 의 주의 단계로 단한다. 감시물

체와 움직임물체와의 여부는 가상 인간 스 톤의 손 

역의 특징 과 감시물체의 특징 의 겹침에 따른 빈도

수를 체크하며, 감시물체의 특징 과 움직임 물체의 손 

역의 특징 이 일정시간 겹침을 계속 유지되면 이는 비정상

행 로 험 단계로 단한다. 한 특징 간의 겹침이 계

속유지하며 감시지역지역 외로 이동할 경우 경보 단계로 

단한다. 그림 7은 단계별 비정상행  탐지의 를 보여 다. 

상에서는 움직임 물체의 심궤 을 표시하며 각 비정상

행  단의 단계는 감시지역_1의 역의 색상의 변화에 따

라 각 단계를 표시한다.

a) 안 단계                b) 주의단계

c) 험단계                d) 경보단계

그림 7 비정상행  단

Fig. 7 Unusual-behavior judgment

3. 실험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된 상은 네트워크카메라로부터 

얻은 704×480크기의 41만 화소 상이며, 임 속도는 

10[frame/sec]이다. 실제 실험에 사용된 네트워크 카메라의 

모델은 SNP-1100P이다. 실험에 사용된 상은 약 1분 정도

의 분량이다(60[sec] × 10[frame/sec]=600[frame]). 상은 

강의실에서 비정상행 를 인 으로 연출하여 획득하 다. 

제약조건은 단일 이미지를 이용하며, 빛이 없는 환경을 고려

하지 않았으며, 감시물체  사람은 하나만을 상으로 한

다. 단계별 임 수 는 총 4개의 실험 상 촬  시 평균

으로 나타난 임 수를 나타낸다. 그림 8은 실제 로

그램의 구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 다. 로그램은 

재 비정상행 의 단계와 움직임 물체의 움직임 정보를 표시

한다. 표 1의 Ⅰ은 안 단계, Ⅱ는 주 단계 Ⅲ은 험단계, 

Ⅳ는 경보단계를 각각 나타낸다. 체 임 수는 

600[frame] 이며, 실제 임 수는 총 상에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임 수이다. 평균 추출률이 92.6% 로 본 시스

템의 비정상행 의 단 가능함을 보 다. 하지만 Ⅲ 상의 

추출률은 86.7%로 특징 의 겹침에 따라 발생하는 순간

인 오류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여 진다. 표 2는 다양한 

조명의 변화에 따른 물체 감시와 비정상행  단을 실험하

기 하여 원본 상에 각 단계별로 인 으로 명암 값을 

조 하여 실험 하 다. 각 단계는 원본 상을 기 으로 10%

씩 명암 값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서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조명 변화를 인 으로 연출하 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험단계 에서 가장 82.9%의 추출률을 보 다. 이는 

표 1에서 Ⅲ 상의 추출결과의 원인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추출률이 89.6%로 다양한 조명 변화에도 비

교  물체감시  비정상행 의 단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비정상행 에 따른 인식률

Table 1 Extraction ratio of unusual-behavior judgment

임수

단계

체

임 수

단계별

임 수

단계별 단

임 수

평  균

단률

Ⅰ 600 173 167 96.5%

Ⅱ 600 64 58 90.6%

Ⅲ 600 68 59 86.7%

Ⅳ 600 295 286 96.9%

평균 추출률 92.6%

표  2 조명변화에 따른 비정상행 에 따른 인식률

Table 2 Extraction ratio unusual-behavior judgment for 

illumination changing

임수

단계

단계별

임 

수

단 임 수
평  균

단률명암값
(+10)

명암값
(+20)

명암값
(-10)

명암값
(-20)

Ⅰ 173 169 158 155 151 91.4%

Ⅱ 64 62 56 52 49 82.9%

Ⅲ 68 64 61 60 57 88.9%

Ⅳ 295 287 282 280 277 95.2%

평균 

추출률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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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 된 로그램의 

Fig. 8 Example of implemented program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용한 특정물체 감시 

 비정상 행 의 단을 한 실시간 시스템을 제안 하

다. 제안된 SIFT 알고리즘에 기반한 물체 감시와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하여 특징값을 추출하고,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기반으로 생성된 특징벡

터를 이용하여 거리 기반으로 인간의 비정상행 를 단의 

가능성을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이 안정 으로 동

작함을 보 다. 재,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다수의 물

체 감시 는 배경 화면의 복잡한 환경에 따른 문제들을 해

결 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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