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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은 오감 중, ‘시각’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게 된다. 그만큼 

‘시각정보’가 중요하지만, 기계 입장에서 영상정보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한 뒤 사람처럼 종합

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의 상황를 파악하

고 분석하여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스마트 자동화 

팩토리, 스마트 로봇, 스마트 청소기,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CC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차세대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영상보안 시장규모

는 약 102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능형 영상보안의 비

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영상보안 시장은 하드웨

어 중심에서 지능형 영상분석 엔진 등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영상 분석 기술은 

테러,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개인 및 사회의 안전 

위협으로부터 대응을 위한 기술이다. 최근 우리나라

에도 안전사고, 폭력사고 등 다양한 사고들의 대한 

재빠른 대처하기 위해 교통과 방범 CCTV 등 공공 

부문 CCTV가 지난해 기준 약 50만 대이고, 어린이

집과 주택가 등 민간이 설치한 CCTV는 이보다 7배 

가량 많은 약 360만 대이다. 즉 우리나라 국토에서 

150미터 정도의 공간에 하나씩 CCTV가 존재하는 

셈이다. CCTV의 많은 보급으로 감시하는 분야가 증

가하는 반면 스마트 기술의 적용은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은 영상

에서 움직임이 있는 객체들을 추출하여 움직임의 크

기와 방향의 대한 정보를 계산하고, 객체들 간의 움

직임의 정보 관계를 해석한 후, 이를 통하여 이상 행

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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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람은 움직임의 크기의 변화가 큰 행동과 

다른 객체들과 움직임의 규칙이 다른 행동에 시선을 

주목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시스

템에 적용시켜 다른 것들과 움직임이 다른 것을 이상

행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검출하고자 한다.

다음 2장에서 이상 행동인식의 대한 기존 연구들

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움직임 특징을 추출하고 조

합하여 이상 행동을 검출하는 제안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 4장에서 실험을 통해 제안 시

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연구

이상 행동 탐지는 최근에 들어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비디오 분석 및 감시와 같은 컴퓨터 비전 영역

에서 연구된 중요한 주제이다. 이상 행동 발견은 시

시각각으로 변하는 인간 행동의 지역화의 검출의 문

제로 간주 될 수 있으며 행동 탐지의 세부 분류로 

볼 수 있다. 이상 행동 탐지는 '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특징짓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상적인 행동

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인지하는데 있어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 동작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행동이

나 움직임은 평범한 속도를 가지고 동작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규칙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

다. 이를 이용하여 이와 반대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을 특징으로 추출하여 이상 행동을 탐지한다.

Javan[1]은 시공간적 볼륨을 기반으로 조밀하게 

샘플링 된 비디오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탐지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주변의 상대적으로 큰 

Context Area를 분석하여 우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

반으로 코드북(codebook)을 생성하여 계산에 필요

한 시간을 감소하였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배경/전

경의 분할과 추적의 대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

에 다른 방법들과 경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비정상

적인 패턴을 검출하는데 필요한 임계값을 매 영상마

다 실험적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여야만 했다. 이는 여

러 종류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영상에

서 사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Yu[2]는 전경과 배경

을 분리한 영상에서 광류(optical flow)를 사용하여 

모션 벡터(motion vector)를 추출하였다. 그 후 모션 

벡터를 주성분 분석(PCA)를 적용하여 벡터의 변화

가 큰 행동들을 검출하여 학습하였다. 하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잡음

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 외에 학습을 이용한 방법들도 제안

되었다. Boiman[3]은 이상 행동이 포함되지 않은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만들어진 세그먼트(segment)에

서 관측될 수 있는 연속적인 덩어리를 정상적인 행동

으로 간주하고, 이를 학습에 사용하여 특징의 크기가 

작거나 학습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상 행동 

판단하여 검출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학습에 사

용되지 않는 행동은 검출할 수 없어 범용성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 H. Zhong[4]은 비디오를 동일한 크기

의 세그먼트로 나누고, 각 세그먼트에서 추출된 특징

들을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

여, 이보다 크기가 작은 클러스터를 이상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지 않는 

드문 현상들을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였는데, 이상 행

동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상 행동을 검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R. Hamid[5]는 H. Zhong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 클래스

의 통계를 사용하여 전체 구조 정보를 분석한 뒤, 하

위 클래스를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정의하고 

탐지하였다. 하지만 불연속적인 시퀀스와 시공간 패

치를 매 순간 같은 형태로 저장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영상에 적용하기에는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데

이터를 일괄 처리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가 없다. C.H. Jung[6]의 방법은 입

력된 영상에서 사람 영역을 검출한 후, 발 영역만을 

검출하여 특징이 되는 벡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벡터

를 Baum-Welch 알고리즘으로 학습하여 확률이 가

장 높은 이상 영역을 검출한다. 이 경우에는 발 영역

의 정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행동이나 여러 

개체와의 관계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임

계값을 수동적으로 적용하거나, 데이터 손실의 여부

가 있는 배경 제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범용성이 부족

하다. 또한 학습을 이용한 무거운 시스템의 경우에는 

실생활에 확장하기에는 아직까지 물리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고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실시

간 이상 행동 탐지 시스템을 위해 단순하지만 간단한 

움직임 특징만을 이용하여 이상 행동 패턴을 추론하

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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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상 행동 검출 시스템은 

CCTV에서 실시간으로 이상 행동을 검출할 때 적용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충돌, 달리기,

점프, 폭행과 같이 순간적으로 동작의 크기와 방향의 

변화가 큰 행동들을 검출하도록 고안되었다.

Fig. 1은 제안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도이다.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비디오 영상에서 광류를 사용

하여 모션 벡터를 계산한 후, 벡터 크기(magnitude)

와 방향(gradient)을 각각 극좌표계로 변환하여 벡터

의 크기에 대한 특징맵과 벡터의 방향에 대한 특징맵

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각각의 특징맵은 각 특

징맵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반응도맵(reactivity

Map)을 생성하고 이를 하나의 현저도 맵(Saliency

Map)으로 결합한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현저도맵을 

통해 이상 행동을 검출할 수 있다.

3.1 광류를 통한 모션 벡터의 크기와 방향 특징맵

본 시스템에서는 이동하는 객체의 움직임을 추출

하기 위해 광류를 사용하였다. 광류는 물체 또는 카

메라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두 개의 연속적인 프레

임 사이에서의 물체 이동 패턴이다. 따라서 지역적으

로 물체들이 어떻게 보여 지고 이들이 이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arneback[7]은 

반응도 광류(reactivity optical flow)를 제안하였는

데, 엉성한 광류(sparse optical flow)처럼 지역적으

로 일부 픽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모든 

전체 픽셀을 계산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모션 벡터를 

얻을 수 있다. 실제 광류를 통해 얻게 되는 모션 벡터

를 통해 이동하는 객체의 모션 벡터의 크기(Magni-

tude)와 모션 벡터의 방향(Gradient)을 계산할 수 있

는데, 광류로 계산한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특징맵으

로 표현하기 위하여 극 좌표계로 변환한다. 여기서 

극좌표계란 점의 위치를 정점으로부터의 거리(r)와 

방향(θ)으로 정하는 좌표계로, 직교 좌표계에서는 

삼각함수로 복잡하게 나타나는 정점들의 관계를 극 

좌표계에서는 쉽게 표현될 수 있다. 식 (1)은 원 영상

에서 광류로 계산되어진 2차원 벡터 (x,y)를 극 좌표

계의 값으로 계산하는 수식이다. 여기서 Fmag는 극좌

표계로 변환된 모션 벡터의 크기에 대한 특징맵을,

Fgrad는 모션 벡터의 방향에 대한 특징맵을 의미한다.

   

  arctan



(1)

Fig. 2는 입력 비디오(Fig. 2(a))에 대해 Fmag(Fig.

2(b))와 Fgrad(Fig. 2(c))를 시각화하여 보여준 영상이

다. Fig. 2(b)를 보면 이동 중인 사람들의 영역들이 

검출되었지만 조명, 화질의 의한 잡음이 존재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Fig. 2(c)는 방향 벡터의 수치를 시각

화한 영상이다. 0°에서 360°까지 분포하는 각도를 표

현하기 위해 H채널의 크기가 360임을 이용하여 

HSV컬러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2(c)를 보면 건물 

앞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붉은색으로 

나타났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푸른색 계열

로 표현되었다.

3.2 모션 벡터의 크기에 대한 반응도맵

극 좌표계로 표현된 특징맵(F_mag)에서 평범한 

Fig 1. Overall Proces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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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과 이상 행동을 구분하기 위해 모션 벡터의 

크기의 대한 통계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상

적인 움직임과 이상 움직임에 대한 특징값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상 행동이 포함된 비디오 영상 

4개를 대상으로 특징값을 분포를 조사한 결과 Fig.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4개의 비디오 

영상에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부딪히는 이

상 행동과, 걷다가 물에 빠지는 등의 이상행동이 포

함되어 있는 영상으로, 이러한 이상 행동이 40번째 

프레임에서 나타나도록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실험

하였다.

Fig. 3(a)는 모션 벡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

낸 그래프이고. Fig. 3(b)는 모셔 벡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제로 실험한 결과 Fig

3(a)를 보면 빨간 선으로 표시된 최대값이 40 프레임 

근처에서 각 영상들이 포함하고 있는 이상 행동(장

애물에 부딪힘, 물에 빠짐, 넘어짐)이 나타나 크게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데이터 세트 영상마다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객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이 5～10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Fig.

3(b) 역시 40 프레임 근처에서 표준편차 값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영상들을 실험해 본 

결과, 평균값도 증가하지만 영상에 포함된 이동 영역

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에 표준 편차의 

값은 이상 행동이 나타날 경우에 큰 차이 없이 규칙

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

험을 통해 본 시스템에서는 이상 행동의 기준으로 

표준 편차 1.2의 실험값을 구하였다.

식 (2)는 모션 벡터의 크기의 대한 이상 행동에 

대한 반응도맵(Rmag)을 구하기 위한 계산식이다. 시

간 t에서의 모션 벡터의 표준편차 값이 실험값으로 

구한 1.2보다 큰 프레임은 이상 행동이 포함된 프레

임이라고 가정하고, 점(x, y) 위치에서 광류로 계산

한 벡터의 크기가 전체 영상에서의 평균과 분산의 

합보다 큰 영역을 이상 행동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같은 평범한 행동이라도 사람마다 움직임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균에서 분산을 합한 값을 

Fig. 2. Magnitude and Gradient Feature Map modified into Polarized Coordinate. (a) Original Frame (b) Fmag (c) Fgrad.

Fig. 3. Statistical Value of Motion Vector : (a) Maximum 

and Minimum (b) Average and Deviation.

Fig. 4. Example Result of Calculating Rmag : (a) Original Frame (b) Fmag (c) Rmag (d) resul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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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영역을 검출하였다.

(2)   

if    

and      

Fig. 4는 제안하는 방법으로 생성된 모션 벡터의 

크기에 대한 반응도맵을 보여준다. Fig. 4(a)는 원본 

영상으로 공원 중앙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신호와 함께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달려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으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이동

하는 장면을 이상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Fig. 4(b)는 

극좌표계로 표시된 모션 벡터의 크기 특징맵을 보여

주며, 특징맵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하는 영역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c)는 식 (2)의 이상 행동 조건식을 

적용하고 미디어 필터(median filter)를 통해 잡음을 

제거한 모션 벡터의 크기에 대한 반응도맵이다. 잡음

을 제외한 도망가는 사람들의 영역이 검출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 4(d)는 크기의 대한 이상 

행동을 윤곽으로 나타낸 영상이다. 여러 사람들이 도

망가는 장면에서 모션 벡터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면

서 이상행동이 모두 검출된 것을 볼 수 있다.

3.3 모션 벡터의 방향에 대한 반응도 맵

규칙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무리와 다르

게 반대로 이동하는 객체가 있다면 이는 이상 행동일 

경우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검출하기 위하여 모

션 벡터의 방향에 대한 반응도 맵을 생성하였다. 먼

저, 객체의 이동 방향과 객체에 포함된 일부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소별로 계

산된 모션 벡터를 객체 단위로 분할하였다. 예를 들

어 사람이 이동할 경우 팔, 다리가 흔들리면서 사람의

이동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식 (3)은 방향의 대한 반응도맵(Rgrad)을 계산하는 

식이다. 먼저 전체 영상에 대해서 방향의 대한 평균

값을 구한 후, 전체 평균과 이동 객체의 방향의 대한 

절대 차이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과의 차이가 180도

가 넘을 경우 두 값의 차에서 절대값을 구한 뒤 180을 

감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두 값의 차가 절대 차이값

이다. 차이만큼 가중치를 주어 방향에 대한 반응도맵

을 생성한다. 식(3)에서 평균 이동 방향과 다르게 이

동하는 객체 영역은 방향의 대한 반응도맵의  성분이 

된다.

(3)  



if     

    


    

Fig. 5는 제안하는 방법으로 생성된 모션 벡터의 

방향에 대한 반응도 맵을 보여준다. Fig. 5(a)는 원본 

영상으로 공원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

이고, Fig. 5(b)는 극좌표계로 표시된 모션 벡터의 방

향 특징 맵을 보여준다. 가운데에 그려진 원은 전체 

영상에서 각도의 평균을 나타내며 각도는 181도를 

보여주기 위해 화면에 표시한 것이다. 오른쪽에 그려

진 사각형은 식 (3)을 적용하여 검출한 영역이다.

Fig. 5(c)가 최종적으로 생성된 방향에 대한  반응도 

맵이다.

3.4 가중 결합을 통한 현저도 맵

3.2와 3.1에서 설명한 2개의 반응도맵은 가중 결합

을 통하여 현저도 맵(Saliency Map)으로 통합된다.

현저도 맵을 구성하는 특징값 중 높은 값을 가지는 

영역이 눈에 띄는 이상 행동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Fig. 5. Example Result of Calculating R_grad : (a) Original Frame (b) Fgrad (c) R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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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저도 맵을 통하여 이상행동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다. 2개의 반응도 맵을 결합할 때 사용된 식

은 식 (4)와 같다.

    Rgrad (4)

식 (4)에서 사용된 가중치 값(α)은 크기(magni-

tude)의 최대값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일반적

으로 탐지하고자 하는 이상 행동들은 움직임의 크기

는 항상 증가하지만 이동 방향은 부분적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가중치의 값을 크기 값에 비례하여 계산하

였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현저도 맵에서 인접한 화소

끼리 클러스터링 하여 크기가 30화소 이상인 영역을 

최종 검출 영역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Fig. 6은 가중 결합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검출한 이상행동 영역을 보여준다. Fig. 6(a)는 원본 

영상으로 사람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걷고 있고 한 

아이가 왼쪽으로 점프를 하는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

다. Fig. 6(b)와  Fig. 6(c)는 각각 모션 벡터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반응도 맵이고, Fig. 6(d)는 가중 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성된 현저도 맵이다. 또한 Fig.

6(e)는 최종 결과를 가지고 원본 영상에 윤곽선을 그

린 영상이다. 아이가 점프를 하는 순간 움직임이 크

게 증가하면서 크기(Magnitude)의 대한 반응도가 크

게 증가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만 아이가 왼쪽으로 점프를 하여 방향(direction)의 

대한 반응도도 반응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반응

도 영상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현저도 맵을 생성함

으로써 이를 통해 이상 행동 영역을 검출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이 이상 행동을 적절하게 검출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이상 행동이 포함되

어진 비디오를 이용하여 실험하고 분석하였다. 실험

을 위해 행동인식 실험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미츠 

데이터 셋(Mitsu Dataset), 미네소타 대학의 군중 데

이터 셋(Crowd Dataset), 도로 데이터 셋(Avenue

Dataset) 외에 Youtube에서 얻은 이상 행동이 포함

Fig. 6. Example Result of Calculating Saliency Map : (a) Original Frame (b) Rmag (c) Rgrad (c) S (d) result of the system. 

Table 1. Data set used for experiments

No Dataset Abnormal Action Explanation

1 Mitsu Dataset People are walking and there’s no abnormal behaviors.

2 Crowd Dataset Everyone is running fast and scatter in different direction at a particular time.

3 Fall Down Dataset A man falls over an obstacle.

4 Water Dataset A person falls into the water while walking.

5 Avenue Dataset A child is jumping and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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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디오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은 실험에

서 사용한 비디오와 이 비디오에서 정의된 이상 행동

을 기술한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 ‘넘어지는 

행동’, ‘쓰러지는 행동’, ‘갑작스러운 점프’, ‘갑작스러

운 달리는 행동‘들과 같이 실제로 길거리에 설치된 

CCTV에서 쉽게 검출 될 수 있는 행동을 이상 행동

으로 정의하고, 이를 각 실험 비디오에서 탐지해야 

하는 Ground Truth로 정하였다.

그림 Fig. 7～Fig. 11은 각각 Table. 1의 실험 비디

오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7은 

Mitsu Dataset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인데, 이 비디

오에는 모든 시민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으며,

이상 행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실험한 결

과 제안하는 시스템은 해당 비디오에 대해 이상 행동

을 검출하지 않았다. Fig. 8은 미네소타 대학의 군중 

데이터 셋(Crowd Dataset)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다. 영상에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동시에 모든 사

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이를 이상 행

동으로 판단하고 검출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9는 

걸어가던 남성이 넘어지는 영상이다. 장애물에 부딪

히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행동의 크기와 

Frame t-20 t-15 t-10 t-5 t

Original

Saliency

Map

Result

Fig. 7. Result of No.1 Dataset.

Frame t-40 t-30 t-20 t-10 t

Original

Saliency

Map

Result

Fig. 8. Result of No.2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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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대한 반응도가 커지면서 넘어지는 남성의 영

역이 정확하게 검출되었다. Fig. 9에서 함께 걷고 있

는 남성은 넘어진 남성과 객체의 크기가 비슷하지만 

평범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0은 물에 빠지는 남성이 포함된 

실험 비디오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제안하는 시스템

은 물에 빠지는 남성을 제대로 검출하였지만, 왼편에

서 이동 중이던 다른 남성의 발 부분이 오검출 된 

것을 볼 수 있다. 카메라와의 거리가 가까워 모션 벡

터의 크기가 크게 반응한 것이다. Fig. 11은 도로 데

이터셋(Avenue Dataset)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이다. 건물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걷고 

있고 한 아이가 왼쪽으로 점프를 하며 달려가는 장면

이 있는데, 제안한 시스템은 아이가 점프하는 영역

만을 적절하게 검출하였다.

Table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요약하여 보

여준다. Ground truth로 정한 행동을 기준으로 한 프

레임에서 이상 행동이 포함된 영역을 검출한 프레임

을 True Positive의 성분으로 사용하였고, 이상 행동

이 아니지만 검출된 경우를 False Positive, 이상 행

동을 포함되었지만 검출하지 못한 프레임을 True

Negative의 성분으로 사용하였다. Table 2의 Acc-

uracy와 Precision은 4번 비디오인 물에 빠지는 남성

이 포함된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에서 90%이상

Frame t-20 t-15 t-10 t-5 t

Original

Saliency

Map

Result

Fig. 9. Result of No.3 Dataset.

Frame t-20 t-15 t-10 t-5 t

Original

Saliency

Map

Result

Fig. 10. Result of No.4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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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을 보였다. 4번 비디오에는 옆에서 걷던 남성

이 촬영된 카메라와 거리가 가까워서 남성의 모션 

벡터의 크기가 크게 반응하여 False Positive의 수치

가 올라가 다른 데이터 세트에 비하여 성능이 낮게 

도출되었다.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결과를 분석하면 

여러 환경에서 촬영된 많은 이상 행동을 높은 성능으

로 검출하고 날씨나 시간에 따른 밝기의 차이에도 

강건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CTV에서 실시간으로 이상 행동

을 검출하기 위해 광류를 통해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

여 반응도맵을 생성하고 가중 결합을 통해 이상 행동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을 통한 성

능 분석 결과, 여러 가지의 이상 행동을 적절하게 탐

지하여 괄목할만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현재 제안한 

방법에서는 모션의 크기와 방향의 2가지의 반응도 

맵을 가중 결합하였지만, 찾고자 하는 이상 행동의 

종류에 따라 모션 외의 다양한  특징을 대상으로 한 

반응도 맵을 생성하여 결합한다면 촬영 환경에 따른 

적합한 시스템을 적응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특징에 대한 반응도 맵 생성 방법과,

이를 동적으로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깊은 학습

(Deep Learning)을 통하여 이상 행동 인식을 통해 

주변 객체와 이상 행동을 하는 객체의 관계를 묘사하

는 시스템으로까지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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