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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폭행과 폭력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이다. 특히 요즈음엔 CCTV 카메라가 있다는 것

을 알면서도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람사이의 접촉 현상을 추출하고자 한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타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적게 타는 

경우에 발생한다. 접촉의 추출 방법은 이진영상의 스켈레톤(골격)을 추출하여 접촉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엘리베

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폭력을 바로 검출하여 경비실에 알려주도록 한다.

ABSTRACT

Assault and violence in the elevator is a crime that occurs most frequently. In particular, these days, is a 
phenomenon that occurs frequently, knowing that there is a CCTV camera. In this paper, we extract the phenomena of 
contact between people in the elevator. Many people ride the elevator does not cause these symptoms. However, this 
crime occurs when fewer people ride the elevator. Extraction method of contact is seeking the skeleton of binary image 
and extracts the contact status of each skeleton. Therefore, immediately detecting the violence and assaults that occur 
in the elevator and to notify the security office of the building.

키워드 : 접촉, 엘리베이터, 스켈레톤, 폭행과 폭력, 이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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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엘리베이터 내의 범죄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영상 포렌식에서 범죄에 대한 증거자료

로 활용하는 방법[1]과 장면 전환 검출 기법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흡연을 추출[2] 및 이를 추출하여 

포렌식 증거자료[3]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논문 등이 

있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범죄는 흡연, 폭
력, 폭행, 그리고 성추행 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다음 그림 1은 구글 이미지에 등장하는 맨하탄 엘리베

이터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Smoking Image in Elevator(in Google Image)

장면 전환 검출 방법을 이용한 방법들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각 장면들의 비교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

면 전환 검출 방법을 쓰지 않고, 각 장면을 1초 단위로 

자르고 각 장면에서 스켈레톤을 추출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고, 3장에서

는 스켈레톤 방법을 살펴보고, 4장에서 실험을 수행하

고 5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Ⅱ. 관련 연구

골격화(Skeletonization)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

다.  가장 먼저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지정된 

이미지의 골격(Skeleton)을 추출하는 방법[4]이 있다. 
이 방법은 원래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고 잡음 제거 형태 연산자를 사용하여 화

상의 골격을 추출하여 정밀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음으로, 세선화(Thinning)라고도 알려진 골격화는 

전처리 단계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OCR과 필적 인식 등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5]. 여기에

선 새로운 골격화 알고리즘을 제시하는데 이는 반복적

인 접근 방식에 따라 분류된 병렬 및 순차 사이에 결합

된 알고리즘이다.
또 다른 방법은, 골격화의 설계 및 구현[6]에 관한 

논문으로서, 화상처리의 초기 처리의 한 가지는 이미

지분할이고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골격화라는 

것이다. 골격화는 개별 지역 대칭을 이용하고 프로세

스는 화상의 윤곽 활성을 설정함으로서 시작된다. 여
기서 삼각 형상 처리가 수행되고 대칭 포인트가 정의

되며 골격화 프로세스는 점대칭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는 것이다.
골격 화는 많은 디지털 영상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전처리 단계 중 하나이다. 이 단위 픽셀 폭 

골격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한 문자 인식, 의료 영상, 
생체 인증 등 현재 용지 골격 화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

되는 신경만 뿐만 아니라 화상 처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7].
이처럼 골격화 관련 연구는 무수히 많으며, 각 기법

들마다 서로 다른 세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요약하면, 골격화는 이진 영상에서 물체의 크기와 

모양을 요약하는 선과 곡선의 집합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골격을 정의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주

어진 객체나 물체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골격도 있을 

수 있다. 골격화는 객체의 크기를 일정하게 줄여주는 

침식연산을 이용해 수행된다. 서로 다른 방향성이 여

러 개 있는 침식 마스크를 이용하여 영상내의 물체를 

점차적으로 깎아 내거가 다듬는 침식을 반복하여 객체

의 하부구조를 일정한 크기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을 말한다. 

Ⅲ. 골격화

이진 영상에서 골격화를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골

격화의 기준은 그림 2와 같이 서서 양팔과 다리를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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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징점은 머리 끝과 양 팔 끝, 그리

고 양다리 끝의 5개가 된다. 

Fig. 2 A feature point of the basis for the skeletonization

양팔을 모으고 가만히 서있는 영상의 골격화는 그림 

3과 같이 일자로 나온다. 이는 양팔을 몸통에 붙이고 양

다리의 거리가  15pixel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징

점은 머리 끝과 발 끝의 2개가 된다. 또한 받드시 걷는 

경우도 일자로 나올 수 밖에 없다.

Fig. 3 A feature point of standing

사람이 좌우 옆으로 서서 걷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골격화의 특징점들은 그림 4와 같이 머리 끝과 양 다리 

끝, 그리고 양 팔 끝의 5개가 나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특징점을 바탕으로 이 특징

점 외의 다양한 특징점들은 [4]에서 제시한 방법 중 일

부를 이용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이 골격화의 

부분집합 SSi(X)는 다음 식으로 정의한다. 

Fig. 4 A feature point of walking, standing sideways

SSi(X) = E(X, iY) - [E(X, iB)∘Y]          식 (1)
i = 0, 1, ,..., I

  ⊖   
∈
  

∘  

  ⊕  
∈
  

이처럼 골격화의 부분집합은 침식연산과 팽창연산, 
그리고 오프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는 부분집합 SSi(X) 가 공백이 되기 전에 i의 최대값

을 말한다. 구성요소 Y는 블록하고 한계가 있으며 대칭

이 원형에 근사하여 선택된다. 골격은 그 후 식 (2)에서 

주어진 골격 부분집합의 결합(union)이 된다.

   
 



              식 (2)

원래의 객체는 다음 식 (3)에서 주어진 골갹화의 부

분집합 SSi(X) , 구성요소 Y, 그리고 I 에 의해서 재구성

될 수 있다. 

  
 



 ⊕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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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은 사람의 특징점들이 최소 2개에

서 그림 5와 같이 최대 11개의 특징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Fig. 5 Human’s Maximum Feature Point

Ⅳ. 실 험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하여 Window 7에서 Visual C++ 
2013으로 구현하였고, 비디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영상 10개를 실험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는 정확히 10초로 제한하였으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이는 엘리베이

터에 자주 사람이 타고 내리면 범죄의 발생 확률이 적

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한 요소들을 나열하

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범죄의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순수하게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신체의 접촉을 통한 범죄만을 추추하도록 한다.

Table. 1 Video Exclusion and Reasons

Exclusion Image Reson for Exclusion

Boarding 4 or more Many people have no crime 
has occurred

If adults and children to ride 
together

Very high probability to go 
with their parents

If the elevator stops 
repeatedly

Probability of prank or 
delivery  is high

If  the elevator stopped for a 
long time

Probability of failure is very 
high

먼저 그림 6은 초기에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탄 

경우와 특징점 추출 영상이다. 특징점은 (a)와 같은 영

상에서 (b)와 같은 3개의 특징점을 갖는 골격 영상이 

되었다.

(a)

(b)

Fig. 6 Riding Alone in Elevator

다음을 엘리베이터 내에 (a)와 같이 한사람이 더 탄 

경우의 골격 영상은 (b)와 같이 나타났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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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7 Riding One More People in Elevator

다음 그림 8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한사람이 다른 사

람의 머리채를 잡아서 거의 반을 주저앉히고 구타를 하

려 하는 영상(a)이다. 골격 영상(b) 또한 머리 부분이 겹

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사람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

(a)

(b)

Fig. 8 Physical Contact Scene(Assault)

이 밖에도 힘에서 강자인 사람이 약자인 사람을 마구

잡이로 때리고 짓밟는 영상의 장면들이 많았다. 각 장

면들의 특징은 골격 영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존

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높낮이가 서로 다

르다는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다음 표 2는 10개 

영상 중 겹치는 개수와 두 사람의 높낮이가 다른 장면

의 개수이다. 10초로 제한하여 초당 1프레임이 나오는

데 영상당 프레임 10개와 총 100개의 프레임이 나온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Scene Frame

Image Overlapped Frame Frame of Different Height
1 3 3
2 6 6
3 5 6
4 7 5
5 4 5
6 3 3
7 4 4
8 6 5
9 5 4
10 5 6

Ⅴ. 결  론

요즈음엔 거의 대부분의 엘리베이터 내에는 CCTV
가 설치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각종 폭력 및 절도 행위들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고, 
범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추격하기 힘들다. 

흔히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범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며 반드시 사람 사이의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람들 사이의 

접촉 현상을 추출하였다.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

거나 자주 오르내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

생하지 않고 사람이 적게 타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접촉의 추출 방법은 이진영상의 골격을 추출하고 그들

이 갖는 특징점의 접촉 여부를 판단하여 추출한다. 본 

연구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행위를 

빠르게 검출하여 바로바로 건물의 경비실에 알려주어 

보다 큰 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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