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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되는 부분을 추출하고자 한다. 승강기에 사람이 많이 타는 경우에는 접촉 

현상은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승강기에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적게 타는 경우에는 종종 발생하곤 한다. 신체적 접촉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은 영상을 이진으로 변환하여 이 이진영상에서 뼈대를 추출하여 접촉 여부를 판단한다. 

키워드: 승강기(elevator), 뼈대(skeleton), 이진영상(binary image)

I. Introduction

  요즘 들어 승강기 내의 범죄는 매우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관련 연구도 상당히 많아, 이미지 포렌식에서 범죄에 대한 증거자

료로 활용하는 방법[1]과 장면 전환 검출 기법을 이용하여 승강기 

내에서의 흡연을 추출하는 방법[2], 이를 추출하여 포렌식 증거자료[3]
로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방법 등이 있었다.

II. Skeletonization

  뼈대화(Skeletonization)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다.  먼저 이미지

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지정된 이미지의 골격(Skeleton)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원래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고 잡음 제거 형태 연산자를 사용하여 화상의 골격을 

추출하여 정밀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특징점을 바탕으로 이 특징점 외의 다양한 

특징점들은에서 제시한 방법 중 일부를 이용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이 골격화의 부분집합 SSi(X)는 다음 식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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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처럼 골격화의 부분집합은 침식연산과 팽창연산, 그리고 오프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는 부분집합 SSi(X) 가 공백이 되기 전에 i의 최대값을 말한다. 

구성요소 Y는 블록하고 한계가 있으며 대칭이 원형에 근사하여 선택된

다. 골격은 그 후 식 (2)에서 주어진 골격 부분집합의 결합(union)이 

된다.

   
  



         식 (2)

  원래의 객체는 다음 식 (3)에서 주어진 골갹화의 부분집합 SSi(X) 
, 구성요소 Y, 그리고 I 에 의해서 재구성될 수 있다. 

  
  



⊕           식 (3)

III. Experiments

  다음 그림 1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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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서 거의 반을 주저앉히고 구타를 하려 하는 영상(a)이다. 골격 

영상(b) 또한 머리 부분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사람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a) 

Fig. 8. Physical Contact 

Scene(Assault) (b) 

  다음 표 1은 5개 영상 중 겹치는 개수와 두 사람의 높낮이가 

다른 장면의 개수이다. 10초로 제한하여 초당 1프레임이 나오는데 

영상당 프레임 10개와 총 100개의 프레임이 나온다.

Image
Overlapped 

Frame
Frame of Different Height

1 3 3

2 6 6

3 5 6

4 7 5

5 4 5

Table 2. Comparison of The Scene Frame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람

들 사이의 접촉 현상을 추출하였다.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자주 오르내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람이 

적게 타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접촉의 추출 방법은 이진영상의 

뼈대를 추출하고 그들이 갖는 특징점의 접촉되는지 판단하여 추출한

다. 본 연구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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