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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자극을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을 일반적으로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폭력이다. 폭행은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힘을 가지

고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말 한다. 즉,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이다. 본 논문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폭력 및 폭행 사건을 장면 전환 검출 기법인 X2히스토그램을 이

용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ABSTRACT

The attack refers to the act deliberately to stimulate an abomination to the people. Of violence,

such as physical aggression, direct physical forcing. Assault said to contact the opponent's body

with the power to superior opponent. In other words, it is the act of hitting an opponent with

the fist. In this paper, the violence and assaults that occur in elevators extracted using a color

histogram of scene change detection technique.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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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형법에서는 폭행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 되는데 학자들은

이 폭행의 범위를 대상과 정도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

한 것이든 묻지 않고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으 행

사이다.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

의 행사를 말한다. 셋째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

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넷째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유형력

의 행사이고,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할 고의로 하

는 상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1].

폭력이란 첫째로 물리적인 압력의 행사이다.

둘째로 가해의지의 발동이다. 셋째로 대화의 거부

이다.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대소강

약과 관계없이 그것은 폭력이다[2].

Ⅱ. 폭행과 폭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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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형법상의 폭행죄는 형식범(거동범)으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

립되는 범죄이다.

폭행죄는 가장 단순한 인간의 범죄로서 그 요

건은 아래와 같다.

가. 범인이 1인일 것

나. 칼, 몽둥이, 벽돌, 맥주병과 같은 흉기를 사

용하지 않을 것.

다. 상처가 발생하지 않을 것.

폭행이 폭력에 해당되면 우선 가중 처벌된다.

폭행이 폭력이 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범인이 2인 이상일 것. 여기에는 조직폭력

배와 같은 단체도 포함된다.

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 폭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폭행과 폭력의 구별하는 차이는 폭행죄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벌금형이 대부분이

나, 폭력에 해당되면 벌금형에 해당되어도 그 액

수가 100만 단위 이상이고 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형생활

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본적지(등록기준지)의

수형자 명부에 그 성명이 등재되는 것이 차이이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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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장면 전환 검출 방법의 하나인

컬러 히스토그램으로 추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디오에서의 영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립 1은 남자 두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

고 있는 보습이다.

그림 1. 엘리베이터 안의 두 남자

그림 2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남자가 다른 남

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거는 상황이다.

그림 2. 한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

그림 3은 결국 시비 끝에 한 남자가 다른 남자

를 구타하고 거의 꿇어 눕힌 장면이다.

그림 3.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제압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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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폭력이다상대방보다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한다. 즉,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

하는 행위이다. 본 논문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폭력 및 폭행 사건을 장면 전환

검출 기법인 χ2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추출하

였다. 또한 추출된 CCTV의 영역은 포렌식의 증

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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