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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ermine the overlap of people

Fig. 1 Images obtained from the four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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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안 시스템의 대표적인 장비는 감시 카메라를 이

용한 감시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감

시 인력이 모니터를 통해 감시하기 때문에 감시 효

율성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영상을 관찰하고, 가

능성이 높은 사건 및 사고를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 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감시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에 패

턴을 적용하여 사람의 다툼 포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다툼 판단 알고리즘

다툼을 포착하기 위하여 먼저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을 이용하여 배경과 사람을 구분하고, 구분된 

사람에 Fig. 1과 같이 네 점의 좌표를 획득한다. 

이렇게 얻은 좌표 중 1, 2, 4 좌표를 이용하여 사

람의 겹침을 판단하였으며, 1, 4번 좌표를 이용하여 

사람의 움직임 변화량을 판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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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좌표를 이용하여 사람의 이동속도를 판별하였

다. 이렇게 판단된 사람의 겹침 사람의 움직임 그리

고 이동속도를 이용하여 사람의 다툼을 판단하였다.

2.1 사람의 겹침

영상에서 사람의 겹침은 Fig. 2와 같이 구분된 사

람의 좌표의 길이로 겹침을 정의 한다.

Fig. 2에서 좌표 A와 B의 거리를 D라하고, B와 

C의 거리를 S라하면, 사람의 겹침은 식(1)과 같이 

정의한다. 

사람의 겹침 = {  ≥ 
 ≥ 

    (1)

2.2 사람의 움직임 변화량

영상에서 물체의 움직임 판단은 Fig. 3과 같이 물

체의 대각선 길이를 계산하여 움직임을 판별한다. 
Fig. 3의 (a)의 대각선 길이의 값을 A1 Fig. 3의 

(b)의 대각선 길이의 값을 A2라고하면 식(2)와 같이 

계산하여 B1을 구한다.

         (2)

식(2)에 정의된 값을 식(3)에 적용하여 움직임 변

화 값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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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rst object (b) Second object
Fig. 4 Moving speed of object

(a) First diagonal (b) Second diagonal
Fig. 3 Changes of the object movements 


  



             (3)

2.3 사람의 이동속도

영상에서 사람의 이동속도 측정은 Fig. 4와 같이 

검출된 물체의 하단 중간점을 이용하여 이동속도를 

측정한다. 

Fig. 4의 (a)의 좌표와 다음 영상의 Fig. 4의 (b)
의 좌표를 식(4)에 적용하여 거리 값을 C1을 구한

다.

          (4)

식(4)에 정의된 값을 식(5)에 적용하여 물체의 이

동속도를 정의한다.


  



÷   영상까지의 걸린시간      (5)

2.4 다툼 판단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앞에서 정의한 패턴을 이용하여 사람의 다툼 판

단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Fig. 5와 같다.

Fig. 5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3. 사람의 다툼 판단 검증

앞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Fig. 6과 같이 구현하였

으며, 실험 영상 및 실제 다툼 영상을 이용하여 실

험을 하였다.

Fig. 6 struggle Judgments program

3. 결  론

이 연구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여 사람의 

다툼이 판별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사람의 겹침, 사람의 움직임 변화량을 측정 및 이동

속도의 이상상태를 판별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감시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많은 카메

라를 소수의 근무자가 효과적으로 감시 할 수 해줄 

뿐 아니라, 다툼 외 다른 사고 (교통사고, 납치 등)
에 적용 가능할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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