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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범죄중 절도란 남의 사물을 몰래 훔치는 일을 말한다. 또한 절도는 그런 일을 한 사람, 도적, 도둑

질을 말한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승강기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절도 범죄를 장면 전환 검출 방법인 X2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영상은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한다.

ABSTRACT

Theft is secretly steal things of others. And theft tell the person who secretly stealing, bandits,

stealing one's things. In modern society, theft is one of the crimes that occur frequently in the

elevator. In this paper, theft crime is extracted using a X2 histogram of scene change detection

method. Extracted images are submitted as evidence for the action on the merits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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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범죄에서 절도란 경제적 이득을 꾀하려는 목적

으로 다른 사람아 가진 재물을 그의 허락 없이

가져가 본인이나 제삼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

기 것인 경우에는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인데 자기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절도

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된다. 절도죄는 일단 재물

을 옮기는 것으로도 죄가 되는데, 미수범도 처벌

되고, 상습절도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은 형이 더 무거워진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에서 영상 포렌식에 관한 연

구로는 포토 프린터와 디지털 카메라에 의한 ‘프

린트-캡춰’ 모델과 같은 D/A-A/D 변형에 강인한

디지털 영상 포렌식 마킹 기술에 관한 연구[1]와

동영상 파일을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

사를 위한 유사 동영상 파일 탐지[2]에 관한 연구

가 수행 되었다.

히스토그램 비교방법(Histogram comparison)은

장면 전환 검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장 보편화

된 방법이다. Tono 등[3][4][5]은 그레이-레벨의

히스토그램 비교를 통하여 임계치을 기준으로 샷

경계를 추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한하였다.

Ueda 등[6]은 장면의 경계를 검출하기 위해서 컬

러 히스토그램의 변화 비율을 사용했고, Naga 등

[5]은 그레이 레벨과 컬러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한 몇 개의 간단한 통계학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Zhan 등[3]은 픽셀 차이, 통계 차이, 그리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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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히스토그램 방법을 비교하여 히스토그램 방

법이 정확성과 속도사이의 좋은 교환요소임을 발

견하였다. Naga 등[5]은 두 프레임 사이의 차이

값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나 객체의 움직

임을 강조할 수 있는 X2-test를 제안하였다. 그러

나 X2-test는 Tono 등[4]이 제안한 선형 히스토그

램 비교방법보다 전체적인 성능이 더 좋지 않았

으며, 계산 량이 증가하는 단점을 갖는다.

Ⅱ. 절도

현대 사회의 발전과 발맞추어 승강기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절도범죄가 매우 많다.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여성

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승강기는 카메라가 비치지 않는 많은 사

각지대를 갖고 있다. 사람의 잘 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안도 밝지 않은 조명과 폐쇄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현재 승강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역시 열

거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많다. 승강기 내에서 절

도나 퍽치기는 이제 흔한 범죄이고, 사람들이 없

는 틈을 타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특

히 승강기가 사람들로 꽉 차서 옴짝달싹할 수 없

는 때에도 이성의 몸을 더듬거나 비비는 성추행

범죄도 자주 경험하는 유형들이다. 그중에는 가끔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기다리다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 유괴, 성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른

다.

Ⅲ. X2 히스토그램

카메라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매우 방대하고

양이 많다. 그래서 분석 및 식별하는데 상당히 많

은 시간이 걸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을, 즉 장면 전환을 추출하기위하여 장면 전환 검

출 기법중의 하나인 X2 히스토그램 기법을 사용

한다. X2 히스토그램 기법의 수식은 식 (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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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히스토그램 방법(d(ft, ft-1))은 인접한 두 프

레임 (fi, fj)에 대하여통계학적인 장면 전환 검출

방법의 하나로서 히스토그램 비교를 통하여 계산

되어지며 위의 식 (1)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

이 방법은 다른 히스토그램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웃한 두 프레임 사이의 특징값

의 차이를 더욱 더 강조한 히스토그램 비교 방법

이다. 이 방법은 이동 물체의 지역적인 움직임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

명의 강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Ht(i)는 t시점에서 프레임이 갖는 히스토그램값

을 나타내고, Ht-1(i)는 t-1시점에서 프레임이 갖

는 히스토그램값을 나타낸다.

Ⅳ.실험

현대 사회에선 승강기 내에서 실제 범죄가 이

뤄지는 경우는 매우 다반사이다. 우리는 CCTV에

촬영된 비디오를 대상으로 컬러히스토그램 방법

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처음에는 남녀 두 명이 승강기

를 타고 이동 중이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

이처럼 떨어져 있다.

그림 1. 승강기 안의 남녀

그런데 그림 2와 같이 남자가 여자의 핸드백을

잡고 갑자기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

이 추출되었다.

그림 2. 승강기 안의 실랑이

그림 3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같이 뒤엉켜 쓰러져 있다. 여자가 핸드백

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승강기

문이 열린 채로 남자를 꽉 껴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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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승강기 안에서 쓰러짐

이처럼 승강기 내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뺏으려

는 범죄는 매우 많이 목격되었다. 단 둘이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무기를 소지하고 위협하여 뺏거

나, 여성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실신하게 만든

뒤에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승강기 출입

시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비밀 번호를 아는 사람

만이 출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승강기에 같이

타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에 적당히 대처하여 빠

져 나오는 방법들이 있으며, 승강기 내부를 완전

히 보이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

다.

Ⅴ. 결 론

승강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매우 많다. 그

리고 절도 및 성추행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범

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전에 예방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발생 했을 때에는 즉

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보하여 비디오

를 빠르게 장면 전환 검출 및 트래킹 하여 범죄

현장을 즉각적으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

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CCTV를 X2 히스토그램으로 분

석하여 절도죄의 장면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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