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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보안관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감시

카메라는 대부분의 도로망과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영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1].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한 보안관제의 주요 

도전과제는 감시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영상 속에서 

발생한 사고, 폭력, 절도, 응급상황과 같은 비정상적

인 상황들을 탐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다수의 

감시 카메라들로부터 수집된 영상 스트림을 지속적

으로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인적 자원을 요구한

다. 따라서, 노동 집약적인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연구 초

기에는 적응적 배경 모델링, 영상의 모션벡터 추출과 

같은 다양한 영상처리 기법들을 기반으로 감시카메

라 영상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hand-crafted 특징들을 추출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의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들[2,3]이 제안되었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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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curity control using surveillance cameras is established when people observe all surveillance videos
directly. However, this task is labor-intensive and it is difficult to detect all abnormal situ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ep neural network model, called AT-Net, that automatically detects ab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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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is network model. In particular, AT-Net alleviates the ambiguity of existing abnormal situation
detection methods by mapping features representing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objects in
surveillance video to the new tensor structure based on sparse coding. Through experiments on actual
surveillance videos, AT-Net achieved an F1-score of about 89%, and improved abnormal situation
detection performance by more than 25% compared to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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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심층학습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급격하게 발전

한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활용하여 영상에 포함된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법들[4-

9]이 제안되었다.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활용한 영상내의 비정상적

인 상황들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광

류[10], histogram-of-gradients(HOG)[11]와 같은 

영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물 또는 사람들의 모션정보

가 축약된 시공간적 특징을 추출하여 비정상적인 상

황들을 탐지하거나[4-7], 영상 속 사람의 스켈레톤을 

추정하고 사람의 자세 또는 행동을 인식함으로써 사

람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탐지

한다[8,9]. 모션정보 기반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방

법들[4-7]은 교통사고, 폭행, 싸움, 배회, 기절, 절도,

강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사전에 정의하고,

감시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정상적인 상황들과 차별

화된 모션정보를 추출하여 이진 분류 네트워크를 학

습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탐지한다. 하지만 

감시카메라 영상에서 모션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

서 상황을 구성하는 환경, 사물의 정보, 사람의 수,

행동, 사람 간의 거리와 같은 시각적 정보가 손실되

며, 모션정보로부터 시공간적 특징을 다시 추출함으

로써 영상 프레임 시퀀스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량을 가진 모션정보가 큰 변화량을 가진 모션정

보에 가려져 유실된다. 이러한 정보 손실은 비정상적

인 상황 탐지의 오탐율 증가 원인이 된다. 반면, 스켈

레톤 기반의 영상 내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방법들[8,

9]은 전처리 과정으로 감시카메라 영상 내의 사람들

에 대한 스켈레톤을 추정한다. 감시카메라 영상의 각 

프레임 별 스켈레톤을 추정한 후 시간 축에 따른 스

켈레톤 관절들의 위치 변화와 관절들 간의 관계성을 

학습하여 사람의 자세 또는 행동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탐지한다. 이러한 비정상

적인 상황 탐지 방법들은 모션정보 기반의 비정상적

인 상황 탐지 방법들과 달리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람이 행하는 작은 모션정보까지 보존할 

수 있지만, 유사한 자세와 행동에 대한 분류 모호성

과 감시카메라 영상 속 스켈레톤 정보 이외의 제한된 

정보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황들에 대한 탐지 정확도

가 저하되는 문제를 보였다. 또한, 폭행, 싸움, 절도,

강도, 배회, 기절과 같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정상

적인 상황들만 탐지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폭발 등

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은 탐지할 수 없다는 한계

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감시카메라 영상 속 사람들의 스켈

레톤 정보를 활용하여 각 사람의 행동 특징 및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 특징을 식별하고 객체 탐지를 통해 

식별된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 특징을 결합하여 유사

한 자세와 행동에 대한 분류의 모호성을 완화하고 

정보손실을 경감하는 향상된 스켈레톤 기반 비정상

적인 상황 탐지 네트워크인 AT-Net을 제안한다. 이

를 위해, 유사한 행동에 대한 차별화된 특징을 추출

하기 위한 투-스트림(two-stream) LSTM 신경망 

기반 행동 인식 모델과 추출된 특징들을 결합하기 

위한 희소 코딩 기법 기반의 새로운 텐서 구조를 제

안한다. AT-Net의 영상 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성능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감시카메라 영

상들로 구성된 UCF-Crime 데이터집합[5]과 NTU

CCTV-Fights 데이터집합[12], 그리고 AI hub의 이

상행동 CCTV 영상 AI 데이터집합[13]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 종류의 데이터집합은 장소,

상황, 영상의 길이, 영상의 화질과 같은 영상의 특징

이 각기 다르기 떄문에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성능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실험 결과로는 제안

한 방법의 탐지 정확도가 약 89%로 기존의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방법들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스켈레톤 기반 행동 인식 기술들[14-16]과 감시카메

라 영상에 대한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방법들[4-9]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객체 탐지 기술인 Yolov3

[17]와 자세 추정 기술인 OpenPose[18], p-LSTMs

[19]을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추출된 데이터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투-스트

림 LSTM 신경망 기반 확장된 행동 인식 모델과 희

소 코딩 기법 기반의 새로운 텐서 구조를 활용한 감

시카메라 영상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모델,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된 감사카메라 영상 보

안관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세 종류

의 감시카메라 영상 데이터집합에 대한 제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논문을 요

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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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스켈레톤 기반 행동 인식 기술

본 장에서는 영상 내 사람의 스켈레톤 정보를 활

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선행 기술들[14-16]에 대해 

설명한다. 사람 스켈레톤 정보는 영상 속에 나타난 

사람의 자세를 프레임 별로 나타내어 시퀀스가 진행

됨에 따른 자세의 변화를 통해 행동을 인식할 수 있

다. 하지만 영상 속 사람의 크기, 카메라의 위치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 스켈레톤의 크기, 방향, 시작점

들이 다양화되고, 유사한 자세로 구성된 행동들의 존

재와 동일한 행동이더라도 시간과 위치에 대해 동적

인 특성으로 인해 스켈레톤을 구성하는 관절의 위치 

변화만으로 정확하게 행동을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e et al. [14]은 스켈레톤

을 일반화하여 동일한 크기, 방향, 시작점을 가지도

록하고, 시간축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에 해당하는 속

도(velocity)를 추출한 모션정보를 다양한 시간 간격

으로 학습하여 행동을 인식한 결과들을 앙상블한 

Ensemble TS-LSTM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방식

은 기존 LSTM 신경망이 가지는 시퀀스 길이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하고, 스켈레톤 일반화를 통해 동일한 

행동에서 추출된 모션정보의 다양성을 줄여 행동인

식 정확도를 향상하였다. 반면, Yan et al. [15]과 Li

et al. [16]이 제안한 ST-GCN과 AS-GCN은 스켈레

톤을 하나의 그래프 구조로 간주하여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GCN)

을 학습함으로써 행동을 인식하는 접근방식을 채택

하였다. 스켈레톤을 구성하는 각 관절은 그래프의 정

점(vertex)에 해당하고, 인접한 관절을 연결하는 뼈

는 간선(edge)에 해당하는 그래프 구조를 정의하였

다. 특히, ST-GCN에서는 시간 축에 따라 동일한 관

절들을 연결하여 그래프 구조가 시간적 정보를 포함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여 그래

프 합성곱 신경망을 학습함으로써 각 행동별 스켈레

톤 관절들 간의 관계성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행동

을 인식한다. 하지만 간선으로 연결된 인접한 관절들 

간의 관계성만을 식별할 수 있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인식 가능한 행동의 수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가진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S-GCN은 간선

으로 연결된 스켈레톤 관절들 간의 관계성만 식별하

는 것이 아닌 모든 관절들 간의 관계성 또한 식별하

도록 두 계층의 신경망을 구성함으로써 ST-GCN보

다 크게 향상된 행동 인식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2.2 감시카메라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기술

본 장에서는 감시카메라 영상 자동관제를 위해 기

존에 선행 연구된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방법들에 대해 설명한다. 기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

지 방법들은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모션정보를 활용

하는 접근방식[4-7]과 영상 내 사람들의 스켈레톤 정

보를 활용하는 접근방식[8,9]으로 분류할 수 있다.

Sultani et al. [5]은 입력된 영상에서 시간 축에 따른 

픽셀의 변화량을 기반으로 모션정보와 모양정보를 

추출하는 C3D[20]를 이용하여 두 가지 특징을 추출

하고, 완전 연결 네트워크(Fully connected network)

기반의 이진 분류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감시카메라 

영상을 정상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분류

하여 탐지하였다. Zhu et al. [6]은 모션정보에 집중된 

심층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C3D 대신 PWC-

Fusion[10]를 이용하여 감시카메라 영상의 광류로부

터 모션정보를 추출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분류하

는 모델의 학습과정에서 주의 집중 기법(Attention

mechanism)을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황들과 차

별화된 특징들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비정상적인 상

황들의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기

술들은 프레임의 전체 픽셀에 대한 모션정보를 추출

하기 때문에 추출된 모션정보가 반드시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발한 주체의 모션정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im et al. [4,7]은 모션

정보를 추출하기 전 영상 속에 사람이 위치한 관심영

역(Region of Interest, ROI)에 해당하는 모션정보만

을 추출하거나 피라미드 구조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

보 손실이 최소화된 모션정보를 추출하여 비정상적

인 상황들을 탐지하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관심영역 외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 외부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과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 오탐율을 증가시키는 노이즈까지 복원되는 문

제점이 있다. 반면, Morais et al. [8]은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여 사람 스켈레톤의 궤적에 대한 시공간 패턴

을 나타내는 특징을 추출하여 패턴의 규칙성에 부합

하지 않는 스켈레톤의 궤적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Taha et al. [9]은 사람 

스켈레톤으로부터 단위 행동들을 인식한 후 은닉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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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프 모형(Hidden Markov Model, HMM)을 통해 

최종적인 사람의 활동을 결정하여 비정상적인 상황

들을 탐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스켈레톤 정보를 활용

하는 접근방식은 스켈레톤 이외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

도 시간 축에 따른 스켈레톤의 변화가 정상인 경우와 

유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의 오탐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켈레톤 정보 이외의 감시카메라 영상 속의 사물,

환경과 같은 상황 정보들을 동시에 활용하여 스켈레

톤 정보가 가지는 정보의 제한성과 모호성을 완화시

킴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들의 탐지 정확도를 향상

시킨다.

3. 데이터 전처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모델은 감시카메라 영상 자체를 입력으로 사용

하지 않고 영상으로부터 추정된 사람의 이차원, 삼차

원 스켈레톤 관절의 위치 좌표와 탐지된 사물의 종류

와 위치 좌표를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감시카메

라 영상으로부터 추출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객체 

탐지 모델인 Yolov3[17]를 활용하고, 이차원 스켈레

톤 관절의 위치 좌표를 추정하기 위해 저화질, 가려

짐 등 다양한 방해요인에 대해 견고한 정확도를 보이

는 OpenPose[18] 활용한다. 추가적으로, 추정된 이

차원 스켈레톤 관절의 위치 좌표를 기반으로 삼차원 

스켈레톤 관절의 위치 좌표를 추정하는 p-LSTMs

[19]을 사용한다. Fig. 1은 제안방법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한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다. 우선 입력된 

영상이 320x320의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도록 조정한 

다음, Yolov3 모델과 OpenPose 모델에 입력한다.

Yolov3 모델에 의해 탐지된 각 객체 는 객체 종류 

클래스인  , 영상 내 객체의 바운딩 박스(Boun-

ding box) 좌측 상단 좌표인 와 , 그리고 객체의 

바운딩 박스 너비와 높이에 해당하는 와 로 구

성된 데이터 구조      로 추출된

다. OpenPose 모델에 의해 추정된 영상 내 사람 의 

이차원 스켈레톤 정보는 Fig. 2와 같이 총 15개의 관

절들로 구성된 관절집합 에 해당하며, 각 관절 

은 입력된 영상 내 이차원 위치 좌표  , 와 해당 

Fig. 1. The entire flowchart of preprocessing step for surveillance video.

Fig. 2. A list of skeleton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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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가시성을 나타내는 플래그 로 구성된 세 

개의 값을 가진다. 다음으로, 추출된 이차원 스켈레

톤 관절들의 좌료를 p-LSTMs 모델의 입력으로 하

여 각 이차원 관절 좌표에 대한 깊이를 추정함으로써 

해당 스켈레톤의 삼차원 관절 좌표  ,  , 를 추출

한다. 마지막으로, Fig. 2의 1번 관절을 원점으로 하

여 추정된 스켈레톤의 모든 삼차원 관절 좌표가 0∼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일반화한다. 결과적으로 전처

리 과정에 의해 입력된 영상의 각 프레임은 Fig. 3과 

같은 Key-Value 데이터 구조로 변환된다.

4. 제안방법

4.1 투-스트림 LSTM 신경망 기반 확장된 행동 인식 

모델

본 장에서는 감시카메라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

황 탐지에 앞서 3장에서 설명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각 프레임별로 추출된 객체와 사람의 스켈레톤 정보

를 이용하여 각 사람의 행동을 인식한다. 2.1장에서

언급한 기존의 스켈레톤 기반 행동 인식 방법들은 

시간 축에 따른 스켈레톤 관절의 위치좌표 변화 또는 

관절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학습함으로

써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유사한 자세로 

구성된 상이한 행동들은 유사한 스켈레톤 관절의 위

치좌표 변화와 관절 간의 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구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징을 

추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Fig. 4에서 제시된 주먹

을 휘두르는 행동, 칼로 찌르는 행동, 물건을 집는 

행동은 RGB 영상에서는 차이가 명확하지만 세 행동

의 자세가 유사하기 때문에 추정된 스켈레톤 또한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 스켈레톤 기반 행

동 인식 방법들은 Fig. 4에서 제시된 행동들을 정확

Fig. 3. An example of object and skeleton data extracted from surveillance video.

Fig. 4. An example of ambiguous skeleton data for different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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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분류할 수 없는 모호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는 스켈레톤 관절들 간의 내부적인 관계와 객체 및 

인접 사람들과의 외부적인 관계를 통해 행동 인식의 

모호성을 완화하고 인식 정확도를 개선하는 확장된 

행동 인식 모델인 2S-LSTM을 제안한다. Fig. 5는 

2S-LSTM의 전체 구조도이다. 먼저, 행동 인식 모호

성을 해소하기 위해 스켈레톤 정보 이외의 감시카메

라 영상 속 객체 정보와 인접 사람의 수를 추가적으

로 활용하여 RGB 영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객체 소

유자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자세를 가진 행동일지라도 객체를 소유

한 상태에서의 행동인지, 인접한 사람과의 상호작용

을 위한 행동인지 구분할 수 있는 외부적인 관계를 

인식한다. 이때, 객체 소유자를 식별하는 방법은 시

간 축에 따른 객체의 이동방향과 사람의 양 손의 이

동방향이 가장 유사한 사람을 객체 소유자로 채택한

다. 이동방향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수

식 (1)에 따라 매 프레임 별 객체의 중심벡터 를 

계산한다.

  




  (1)

다음으로, 수식 (2)에 따라 시간 축에 따라 객체 

중심의 방향벡터 와 Fig.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람 스켈레톤 의 양 손목에 해당하는 6번, 9번 관

절 방향벡터 


 ,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각각 계산

한다.

 
∥∥∥∥

·
 (2)

마지막으로, 수식 (3)에 따라 최종 이동방향 유사

도를 계산한다. 이때, 코사인 유사도는 사람과 객체 

간의 위치에 따른 유사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객체의 중심벡터 와 양 손목 관절 벡터인 


 , 

 간

의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인  


와  
를 각각 계산하여 최종 이동방향 유사도

를 계산함으로써 최종 이동방향 유사도가 위치와 방

향 유사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사람 스켈레톤 ∈에 대해 유사도를 계산

하여 가장 유사한 스켈레톤을 찾아 해당 객체의 소유

자로 채택한다. 인접 사람의 수는 모든 스켈레톤에 

대해 바운딩 박스를 계산하여 한 스켈레톤의 바운딩 

박스에 대해 중첩된 바운딩 박스를 가지는 스켈레톤

의 수로 계산한다. 이후, P-LSTM으로부터 관절 위

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절들 간의 일대일 관계인 

P-행동특징을 추출하고, A-LSTM으로부터 Fig. 6

에 정의된 총 18개의 관절 각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도를 이루는 관절들로 구성된 그룹들 간의 관계인 

A-행동특징을 추출하여 일반화된 행동특징을 얻는

다. 마지막으로, P-LSTM과 A-LSTM을 연결

(concatenation)하여 다계층 퍼셉트론 기반의 행동 

분류 네트워크를 통해 행동을 인식한다. 이때, 행동 

분류 네트워크는 Table 1에 나타난 행동들로 분류하

며, 다수의 행동들을 분류해야 하므로 소프트맥스

(softmax) 함수와 범주형 크로스 엔트로피(categor-

ical cross entropy) 손실 함수를 활용하여 행동 분류 

네트워크를 최적화한다.

4.2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모델

본 논문에서는 감시카메라 영상 내 사람들의 행동

Fig. 5. Two-stream LSTM network architecture for human actio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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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고 폭행, 싸움, 절도, 배회, 기절에 해당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감시카메라 영상 속에서 추출된 객체 정보와 사

람 스켈레톤 정보를 통해 4.1 장에서 각 사람의 행동

을 인식하고 객체 소유자를 식별하였다. 추가적으로 

식별된 사람들의 행동 정보와 객체 소유자를 바탕으

로 단순한 조건 기반 추론과정을 거쳐 감시카메라 

영상 속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한 사람이 위험한 객체를 휘두르고 있

고, 또 다른 사람이 휘두르는 행동에 반응하여 방어 

자세를 취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위험한 객체를 휘두

르는 사람은 가해자, 방어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피

해자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able 1에 

따라 분류된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폭행, 강도 

등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음 조건에 따라 식별한다: (1)

영상내 두 사람 이상의 바운딩 박스가 중첩되어 있

다; (2)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 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를 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폭력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해

자, 방어 행위를 하는 사람을 피해자로 결정한다. 만

약 절도, 기절 등과 같이 상호작용 없이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행동만으로 

용의자 또는 환자를 결정한다. 상기 방법들에 의해 

객체 정보와 스켈레톤 정보로부터 추가적으로 식별

된 행동, 객체 소유자, 가해자, 피해자와 같은 정보들

을 모두 결합하기 위해 희소 코딩 기법을 활용하여 

네 개의 이차원 텐서 구조인 행동지도, 피해관계지

도, 거리지도, 객체지도에 식별된 정보들을 매핑한

다. 각 이차원 텐서는 입력된 영상의 해상도에 대해 

일정한 크기의 정사각형 셀로 분할한 동일한 크기이

며, 모든 값이 0으로 초기화된 이차원 행렬의 형태이

다. 행동지도는 감시카메라 영상에서 나타난 스켈레

톤들의 관절 위치에 해당하는 셀 영역에 각 스켈레톤

의 행동 클래스 값을 매핑함으로써 각 행동이 영상 

속에서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다. 피해관계지도는 앞

Fig. 6. A list of skeleton angles.

Table 1. The performance for proposed algorithm and conventional algorithms.

Situation
category

Action Class
Situation
category

Action class

Normal

Walking 1

Theft

Put object into bag 9

Standing 2 Put object in pocket 10

Seating 3 Punching 11

Pick up 4

Violence

Kicking 12

Defense
Freezing 5 Shooting 13

Attacked 6 Wielding 14

Emergency
Hands waving 7 Stabbing 15

Fainting 8 Chokin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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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별한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용의자, 환자에 해

당하는 스켈레톤들에 대해 해당 스켈레톤 관절 위치

에 가해자는 1, 피해자는 2, 용의자 또는 환자는 3으

로 매핑한 텐서로 스켈레톤 간의 관계와 상황이 발생

한 위치를 나타낸다. 거리지도는 스켈레톤 간의 근사

화된 거리 관계를 매핑한 텐서로 자신과의 거리를 

1로 하여 가장 가까운 스켈레톤과 떨어진 셀들의 수

를 근사화된 거리로 하여 스켈레톤 관절 위치에 매핑

한다. 객체지도는 객체 소유자와 객체의 종류를 텐서

에 매핑한 것으로 객체 소유자는 1, 객체의 종류는 

객체의 바운딩 박스 영역에 객체 클래스의 음수값을 

매핑하여 영상 속 객체의 위치와 소유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

력된 영상으로부터 생성된 이차원 텐서 지도들은 각

각 하나의 영상 채널로 간주되어 하나의 삼차원 텐서 

지도로 결합된 후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네트워크인 

Anomaly tensor network (AT-Net)으로 입력된다.

제안된 AT-Net은 가장 먼저 11x11 합성곱 계층과 

4x4 맥스 풀링 계층통해 대부분의 값이 0으로 희소한 

삼차원 텐서를 다운 샘플링한다. 이 과정에서 삼차원 

텐서를 구성하는 각 지도에 매핑된 행동, 거리, 사물,

관계에 대한 정보들이 희소한 텐서에 채워짐으로써 

강조된다. 이후 7×7 합성곱 계층과 5×5 합성곱 계층

을 통해 입력 텐서에 매핑된 정보들의 공간적 특징을 

추출한다. 이때, 각 합성곱 계층의 활성화 함수는 

ReLU가 사용된다. 합성곱 계층들을 통해 추출된 공

간적 특징을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를 위한 추론 계층

인 완전 연결 계층에 전달하기 위해 플래튼 함수를 

적용한다. 추론 계층은 4개의 완전 연결 계층으로 구

성되며, 추론 과정에서 입력 텐서에 매핑된 정보들 

간의 관계를 학습한다. 마지막 완전 연결 계층은 시

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통해 입력된 영상을 정상

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진 분류한다. 제

안하는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모델은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binary cross entropy) 손실함수를 

통해 최적화된다. Fig. 8는 AT-Net을 기반으로 개발

된 감시카메라 영상 자동관제 시스템의 UI를 보여준

다. 추가적으로 AT-Net의 마지막 완전 연결 계층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감시카메

라 영상에 대한 0과 1 사이의 비정상적인 상황 스코

어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스코어에 대해 사용자가 

역치값 을 직접 설정하여 계산된 스코어 값이 역치

값  이상일 경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탐지 민감도가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5. 실험결과 및 고찰

5.1 실험설정

본 논문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모든 제안방법과 관

Fig. 7. An architecture of the A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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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술을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하였으며,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Keras 2.2.4를 사용하였다. 딥

러닝 학습을 위한 시스템 환경은 2개의 NVIDIA

RTX TITAN 그래픽 처리 장치와 128GB RAM으로 

구성하였고, Windows 10 운영체제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된 데이터집합은 UCF-Crime 데이터집합[5], NTU

CCTV-Fights 데이터집합[12], 그리고 AI hub의 이

상행동 CCTV 영상 AI 데이터집합[13], YouTube와 

LiveLeak과 같은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수집한 감시

카메라 영상들을 활용하였으며, 스켈레톤 정보가 필

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폭발 등 사람의 행동이 비

정상적인 상황의 주체가 아닌 비정상 클래스들은 제

외하여 폭행, 싸움, 절도, 실신, 기절과 같은 비정상적

인 상황들을 포함하는 감시카메라 영상들만 실험데

이터로 활용하였다. Table 2는 세 종류의 데이터집합

의 비정상적인 상황 별 영상의 수를 보여주며, Fig.

10은 각 비정상적인 상황 클래스에 대한 영상 프레임 

Fig. 8. User interface of the developed automatic video surveillance system.

Fig. 9. The sample frames of the experimental dataset for each abnorm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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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보여준다. 제안하는 AT-Net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기존의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방법들인 Sultani et al. [5], Gim et al. [4]과 비정상적

인 상황 탐지 성능을 비교한다. 두 제안방법에 대한 

명칭이 없어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C3D Abnormal

과 MA-Net으로 임의로 명칭한다. 또한, 제안하는 

투-스트림 LSTM 행동 인식 네트워크 (2S-LSTM)

를 비롯해 기존의 스켈레톤 기반의 행동 인식 방법들

인 Ensemble TS-LSTM[14]과 AS-GCN[16]을 AT-

Net에 적용하여 행동 인식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2S-LSTM을 평가하고, AT-Net이 다양한 스켈레톤 

기반 행동 인식 방법들을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상황

을 탐지할 수 있음을 보인다. 실험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분류 정확도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F1-Score를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AT-Net은 시그

모이드 함수를 통해 입력된 감시카메라 영상에 대한 

0과 1사이의 비정상적인 상황 스코어를 계산한 후 

정상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분류하기 위해 

역치값 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 0.5, 0.6, 0.7, 0.8인 

경우에 대해 각각 실험을 진행한다. AT-Net의 경우 

Adam 최적화기를 사용하였으며, 학습률(learning

rate)는 0.0001, 배치 사이즈(batch size)는 64, 에폭

(epoch)은 2000으로 설정하였으며, 텐서의 크기는 가

로, 세로 동일하게 96개의 셀로 구성하였다. 비교평

가를 위해 구현한 C3D Abnormal과 MA-Net은 해당 

저자가 추천한 파라미터 세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Table 2. The number of surveillance videos per dataset for abnormal events.

Abnormal Events

Dataset

Total
UCF Crime

NTU
CCTV-Fights

AI hub
YouTube &
LiveLeak

Assault 30 40 30 - 100

Fight 30 40 30 - 100

Faint - - - 100 100

Swoon - - 100 - 100

Theft 100 - - - 100

Shoplifting 50 - - 50 100

Normal 600 - - - 600

Fig. 10. Results of the abnormal detection for theft and shoplifting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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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결과

Table 3은 기존의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방법들인 C3D Abnormal[5], MA-Net[4]과 다양한 

스켈레톤 기반 행동 인식 모델들과 결합된 AT-Net

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AT-Net은적용

한 행동 인식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C3D Abnormal

보다 약 40% 이상 향상된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성

능을 보였으며, MA-Net보다 약 25% 이상 성능이 

향상되었다. C3D Abnormal의 경우 세 분류의 비정

상적인 상황 클래스에 대해 Theft & Shoplifting 상

황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두 분

류의 비정상적인 상황들에 비해 영상에서 모션이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동작이 빠르고 큰 동작이 없기 

때문에 C3D에 의해 추출된 모션 정보와 모양 정보가 

손실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분류할 수 있을 정도

의 차별화된 특징이 입력 영상으로부터 추출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MA-Net 또한 Theft

& Shoplifting 상황에 대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피라미드 구조의 네트워크를 통해 손실된 모션 

정보를 복원하고 강한 모션을 더욱 강조하지만 그만

큼 다른 노이즈 모션 정보들 또한 복원되고 강조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성능이 오히려 저하되

었다. 반면, AT-Net은 스켈레톤을 통해 추출된 사람

의 행동을 강조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을 탐지하기 때

문에 Theft & Shoplifting 상황과 같이 빠르고 크지 

않은 동작에 대해서도 큰 정보손실 없이 차별화된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약 80% 정도의 비교적 정확한 

탐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Fig. 10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영상으로부터 식별된 행동이 비정상적인 상

황을 탐지하기 모호할 때, 사물정보가 없거나 해당 

정보가 비정상적인 탐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 

여전히 Theft & Shoplifting 상황을 탐지하지 못해 

세 분류의 비정상적인 상황들 중에서 가장 낮은 탐지 

정확도를 보였다. Table 4는 AT-Net의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성능에 대한 역치값 의 영향력을 평가하

기 위해 수행된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2S-LSTM

을 적용한 AT-Net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역

치값 가 증가할수록 비정상적인 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탐지 성능이 저하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AS-GCN을 적용할 경우 

역치값 가 0.5에서 0.6으로 변경될 때 성능이 오히려 

향상되었지만, 그 이후 역치값 가 증가할수록 성능

이 저하되었다.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탐지하는 기

준이 너무 관대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을 비정

상적인 상황으로 잘못 탐지하는 오탐(false alarm)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감시카메라 영상 자동관제를 지원

하기 위해 영상 내 사람들의 스켈레톤 정보를 활용한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entire dataset.

Model
F1-score (%)

Assault & Fight Theft & Shoplifting Faint & Swoon Total

C3D Abnormal 68.84 27.06 41.52 45.81

MA-Net 86.37 42.62 61.58 63.52

AT-Net + Ensemble
TS-LSTM

88.61 83.18 82.02 84.6

AT-Net + AS-GCN 89.16 78.35 89.41 85.64

AT-Net + 2S-LSTM 90.41 86.11 89.87 88.8

Table 4.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network according to the threshold.

Model
F1-score (%)

=0.5 =0.6 =0.7 =0.8

AT-Net + Ensemble TS-LSTM 86.68 86.11 85.52 84.6

AT-Net + AS-GCN 86.56 88.18 86.24 85.64

AT-Net + 2S-LSTM 93.35 92.4 90.89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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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모델인 AT-Net을 제

안하였다. 영상내의 상황에 적합하게 스켈레톤 정보

를 활용하기 위해 객체 탐지를 통해 사물 정보를 추출

하고, 사람의 행동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2S-LSTM

이라는 스켈레톤 기반 행동 인식 네트워크 또한 제안

하였다. 감시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유의미한 

정보들을 희소 코딩 기법 기반의 새로운 텐서 구조에 

맵핑함으로써 영상내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종류의 벤치마킹 데이터집합에 

대한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성능평가 결과 약 89%의 

F1-score를 보였으며, 기존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방

법들보다 최소 25%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향

후에는 사람의 행동, 사물 등과 같이 사전정의된 정

보만을 활용하지 않고 End-to-End 구조를 가지는 

비정상적인 상황 탐지 모델로 변환하여 학습과정에

서 감시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자동으로 유의미한 정

보를 추출하고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견고한 비정상

적인 상황 탐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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