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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비정상 군중행동 분석

Analysis of Abnormal Crowd Behavior in Video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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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난⋅재해 발생 시 그 피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로 발전하는 원인이 재난

의 직접적인 요인보다도 비정상적인 군중행동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TV 등과 같

은 감시카메라 환경에서 탐지된 비정상적인 군중행동의 영상분석을 수행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된 시스템은 H.264 압축과정에서의 움직임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내의 움직임 정보를 추출⋅표현하였으며, 군

중의 주요 이동방향 및 영상 내의 지역별 움직임 혼잡도와 같은 비정상 군중행동분석의 주요 변수 값을 메타데이

터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인 UMN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제안된 비정

상 군중행동 영상분석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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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관련 보안 감시 분야의 연구들 중 감시카메라 환경

에서의 비정상 군중행동 탐지는 감시카메라로부터 유입

되는 감시 영상에서 단일 객체들의 세부 움직임 추적이

아닌 다중 객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

게 탐지하는 분야이다[1]. 그러나 최근 다중 이용시설,

대형 공연장 등에서 일어난 대형 인적재난 사고들의 원

인들을 살펴볼 때, 재난⋅재해 발생 시 그 피해를 사전

에 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로 발전

하는 원인이 재난의 직접적인 요인보다도 비정상적인 군

중행동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2]. 결국 화

재, 지진, 테러 등 대형의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 재난상황에서 피해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는 비정상 집단행동의 탐지 연구뿐만 아니라 군중행동

분석 및 행동특성모델 연구를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군중행동 예측수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CCTV 등과 같은 감시카메라 환경에서

탐지된 비정상적인 군중행동의 영상분석을 수행하는 프

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H.264 압

축과정에서의 움직임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내의 움

직임 정보를 추출⋅표현하였으며, 군중의 주요 이동방향

및 영상 내의 지역별 움직임 혼잡도와 같은 비정상 군중

행동분석의 주요 변수 값을 메타데이터의 형식으로 제공

한다.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인

UMN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제안된 비정상 군중행동 영

상분석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2. 비정상 군중행동 탐지 및 분석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정상 군중행동 탐지 및 분석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이는 본 연구의 선행

시스템[3](“영상 내의 움직임을 실제 감시카메라 환경의

H.264 압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움직임 벡터

를 이용하여 움직임 정보를 경제적으로 추출⋅표현하고,

비정상 군중행동의 판별 문제를 실용적 차원의 단일 클

래스 분류 문제로 재해석하여 단일 클래스 SVM의 대표

적 모델인 SVDD(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를

탐지자로 설계한 비정상 집단행동 탐지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으로 탐지된 비정상 군중행동의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CCTV 관리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통계적 비정상 군중행동 분석 및 이벤트 기반의 검색을

위하여 메타데이터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림 1. 비정상 군중행동 탐지 및 분석 시스템

Fig. 1. Abnormal Crowd Behavior Detection

and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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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정상 군중의 주요 이동 방향 식별

탐지된 비정상 군중행동 이벤트로부터 군중의 이동방

향은 그림 2와 같이 8-방향 성분을 기준으로 식 (1)을

이용하여 각 방향성의 비율을 계산하고 비율이 가장 높

은 방향성을 군중의 주요 이동 방향으로 식별한다.

그림 2. 움직임 벡터의 8-방향 성분

Fig. 2. 8-Direction Component of

Motion Vector

각방향성비율변화가있는벡터의개수
해당벡터방향의개수

× 

(1)

2.2 비정상 군중의 지역별 혼잡도 식별

비정상 군중의 지역별 혼잡도란 그림 3과 같이 감시카

메라 영상 화면을 크게 9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별로 비정상 군중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

는 비정상 군중행동분석의 중요한 지표로써, 식 (2)를 이

용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지역별 군중 혼잡도는 군중의

주요 이동 방향과 함께 CCTV 관리자에게 제공되며, 추

후 통계적 비정상 군중행동 분석 및 이벤트 기반의 검색

을 위하여 메타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림 3. 비정상 집단행동

장면의 9개 지역

Fig. 3. 9-Area of

Abnormal Crowd

Behavior Scene

지역별군중혼잡도변화가있는벡터의개수
해당구역에속하는벡터의개수

×

(2)

3. 성능평가 및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감시카메라 환경에서의 비정상 군

중행동 분석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사

용이 가능한 UMN(University of Minnesota) 데이터 셋

[4]을 사용하였다. UMN 데이터 셋은 3종류의 실내와 실

외로 구분되는 11가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탈

출(escape) 이벤트에 관한 실험 데이터로써, 전체 23개의

비정상 군중행동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본 실험

에서는 비정상 군중행동 분석을 위한 특징 값을 추출하

기 위하여 Matlab 환경에서 H.264/AVC 부호화가 수행

되는 JM8.6[5]버전을 이용하여 인코딩을 수행하고 움직

임 추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움직임 벡터를 추출하였다.

먼저, UMN 데이터 셋으로부터 H.264의 압축 프레임

포맷인 4 : 2 : 0 YUV 포맷 프레임을 추출한 후 원본

데이터에 손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크기 변환 없이 초당

30 프레임으로 압축을 수행하여 얻어지는 실제 움직임

벡터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 7,559 프레임은 정상 상

황에 속하는 5,415개의 프레임과 비상 상황에 속하는

2,14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정상 군중의 주요

움직임 방향 식별 실험 결과는 전체 23개의 이벤트 중

움직임 벡터의 방향이 왜곡되지 않고 추출된 21개의 비

정상 이벤트의 주요 움직임 방향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전체 91%의 주요 이동 방향 식별률을 보였다. 그림 4는

“날짜; 프레임번호; 군중의 주요 이동 방향; 각 구역별

혼잡도”형태의 메타데이터로써 본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통하여 비정상 군중행동분석의 주요 변수 값을

메타데이터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그림 4. 비정상 군중 행동 분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4. User Interface of Abnormal Crowd

Behavior Analysis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CCTV 등과 같은 감시카메라 환경에서

탐지된 비정상적인 군중행동의 영상분석을 수행하는 프

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H.264

압축과정에서의 움직임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내의

움직임 정보를 추출⋅표현하였으며, 군중의 주요 이동방

향 및 영상 내의 지역별 움직임 혼잡도와 같은 비정상

군중행동분석의 주요 변수 값을 메타데이터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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