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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의 촬영 시점에 의해서 발생되는 원근감이 광학 흐름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광학 흐름 기반 이상행동 탐지 솔루션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광학 흐름 영상으로부터 소

실점 기반 가중치 행렬을 계산하여 원근감에 따른 광학 흐름 정도를 평활하는 기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카메

라의 뷰포인트에 따라 원근감의 발생 정도나 객체의 크기 및 움직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이는 원본 영

상 프레임을 광학 흐름의 크기와 방향성으로 표현하는 영상 변환 네트워크를 가진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학

습할 때 정상적인 행동 패턴의 범위를 결정짓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

터셋의 배경으로부터 소실점을 추출하고 원근감에 따라 결정되는 광학 흐름의 크기를 평활하는 기법을 개발

하여 기존 모델의 성능과 비교하였으며, 프레임 단위의 정확도 성능이 5.75%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 이상 행동 탐지(Anomaly detection), 광학 흐름(Optical flow), 

원근감(Perspective), 가중치 행렬(Weigh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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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이상행동 탐지 시스템은 정상적인 데이터셋

으로 이뤄진 평범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 

패턴에 대해서는 모두 이상 행동으로 판별하는 One-class 분류 형식의 

진단 방식을 취한다. 특히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행동 패턴으로만 구성된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테스트 시에는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이 포함된 데이터셋을 

모델에 주입시켜 정상 패턴 범위 밖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상 

행동으로 구분짓는다.

특히 이러한 행동 패턴을 시각화하기 위한 광학 흐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계산된 시간적 특징 정보를 학습하여 정상 패턴을 모델링하

는 이상행동 탐지 솔루션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활용한 영상 변환 

네트워크[2]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프레임 영상에서 추출될 

수 있는 공간적 특징 정보에서 픽셀 간의 이동성과 방향성 정보를 

표현하는 시간적 특징 벡터인 광학 흐름 영상으로 변환하는 학습 

모델이 이상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의 이동성 및 방향성 특징 벡터가 

카메라의 촬영 시점과 소실점을 따라 같은 범위 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평활화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셋 프레임에 표현되는 원근감에 따라 객체의 

움직임 및 행동 패턴 정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셋의 

배경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소실점으로부터 계산되는 두 직선의 

기울기 비율에 따라 광학 흐름의 이동량을 평활화하는 기법을 제안하

고,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셋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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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oposed Method

이상행동 탐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활용되

는 데이터셋인 UCSD ped1[3]에서는 광학 흐름이 계산 될 때, 카메라

의 관찰 시점에 의한 원근감이 발생됨에 따라 관심 객체 이동량의 

분산이 커지게 된다. 2차원 평면 행렬로 이루어진 영상 프레임에서 

카메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객체가 묘사된 픽셀들은 

광학 흐름 방향성과 크기가 크게 나타나고 반대로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객체의 픽셀은 그 크기나 움직임이 작아 원근감에 

의한 분산이 크게 계산된다. Fig. 1은 동영상 프레임으로부터 계산된 

광학 흐름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UCSD ped1에서 원근감에 따른 광학 흐름 차이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근감이 발생하는 배경 프레임에 

대해서 가우시안 블러 처리를 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Canny Edge 

Detection 및 Hough 변환 기법을 사용하여 Fig. 2와 같이 원근감에 

의해 발생되는 소실점이 이뤄지는 두 직선을 추출한다.

Fig. 2. Houph 변환에 의해 추출된 두 직선

다시 수평으로 지나치는 직선을 그어 그 교차점을 이어주는 두 

선분의 비율을 토대로 가중치 행렬을 구할 수 있다.

Fig. 3. 가중치 행렬 계산을 위한 비율 지정

가중치 행렬 적용 AUC EER

미적용 77.82 27.6

적용 83.57 23.3

Table 1. UCSD ped1에 대한 성능 지표

활용된 데이터셋인 UCSD ped1에서는 가중치 행렬 처리를 통한 

광학 흐름 평활화 전처리가 최종 모델의 검출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광학 흐름의 값이 원근감에 의해서 달라지는 차이를 

줄이고 행동 패턴의 범위를 제한하여 모델이 좀 더 높은 정확도로 

정상 행동 패턴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특히 데이터셋 프레임에서 Hough 변환에 의해 추출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치 행렬을 적용하여 카메라로

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된 객체의 움직임에 

대한 평활화 기법이 최종 성능 지표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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