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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이상 감지는 비디오에서 비정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분야이다. 연속적인 프레임의 구성된 비디

오에서 공간시간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RNN 계열의 ConvLSTM[6]과 3D CNN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는 기존의 GAN[4]과 Flownet[5]을 이용한 비디오 이상 감지 방법[3]에서 생성기로 사용된 Unet[9]의 

구조에 3D CNN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프레임 간의 시간적 정보를 학습하여 기존 모델보다 더 나은 미

래 프레임을 예측할 것을 기대한다.  

1. 서  론 

스마트시티에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 페쇄회로를 이용

한 자동 감시 기능이 발전하고 있다[1]. 비디오 이상 

감지(Video anomaly detection)는 비디오에서 비정상 상

황을 검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비정상 상황

이 나타난 학습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시에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학습한 후 예측 결

과가 실제 데이터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 비정상 상황

이라고 예측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를 위해 입력

된 프레임에 대한 이상 점수를 측정하여 판단하는 방법

[2]과 미래 프레임을 예측하여 실제 프레임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법[3]이 있다. 그 중 미래 프레임을 예측하

는 방법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구조[4]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GAN은 입력 이미지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비정상 상황인 경우 생성된 이미지와 차이가 커

져 비정상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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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 프레임을 예측하기 위해 비디오의 시간 정

보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첫 번

째로 FlowNet[5]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FlowNet은 이

미지 내의 객체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실제 프레임 속 객체의 움직임과 예측된 프레임 속 

객체의 움직임의 차이를 학습에 사용한다. 두 번째로 공

간 시간적(Spatio-temporal) 특징을 추출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공간 시간적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ConvLSTM[6]은 비

디오의 시간적 정보로부터 공간 시간적 정보를 학습하

는데 효과적이다[7]. 두 번째로 3D CNN은 2D CNN을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할 수 있도

록 확장한 것으로 공간 시간적 정보를 추출하는데 사용

되고 있다[8]. 

비디오 이상 감지를 위해 Liu et al.[3]은 GAN[4]과 

FlowNet을 이용했다. GAN의 생성기로 Unet[9], 판별기

로 Pix2Pix[10]을 사용하고. FlowNet은 기존의 모델[5]

을 사용한다. FlowNet은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빠르다. 또한 이미

지 변환 분야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Unet을 

사용하여 비디오 이상 감지 분야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

여준다. 

하지만 기존의 생성기로 사용된 Unet은 2D CNN으로

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된 프레임에 대한 공간 

시간적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Unet이 공간 시간

적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3D CNN을 추가했다. 3D 



CNN을 통해 기존의 모델보다 더 나은 예측 프레임을 

생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본  론 

3D CNN은 그림 1과 같이 Unet의 2D CNN이 추출한 

특징 맵으로부터 시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각 

층의 마지막에 추가했다. 3D CNN과 함께 배치 

정규화와 활성화 함수가 사용된다. Encoder의 3D 

CNN에서 추출된 특징 맵은 다음 층과 Decoder의 같은 

층에 입력으로 사용된다. 

3D CNN은 5차원 입력이 필요한 반면 2D CNN은 4차

원 입력이 필요하다(B: 배치 사이즈, C: 채널, D: 차원, 

H: 높이, W: 너비). 따라서 각 층마다 그림 2와 같은 방

법을 통해 차원을 맞춰준다. 이때 1D CNN은 3D CNN의 

D를 1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Unet3D1과 Unet3D1 

L1D는 1D CNN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

다(그림 1). 전체적인 이상 감지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

림 3과 같다.  

 

3. 실  험 

데이터 집합은 UCSD Ped2와 CUHK avenue 두 가지

를 사용했다. UCSD Ped2는 인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에 대한 영상이다. 일반 보행자가 아닌 경우에 비정상 

상황이라고 판단한다(카트, 자전거, 휠체어 등). CHUK 

avenue는 CUHK 대학의 도로에 대한 영상이다. 달리기

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등의 상황도 비정상 상황에 포

함된다. 각 데이터 셋은 프레임별 정상/비정상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1000번째 학습마다 추론 데이터에 대한 PSNR 값을 

계산하여 임계 값에 대한 분류 성능을 보여주는 ROC 

Curve의 AUC의 값을 계산하였다.  

 

 

그림 2 3D CNN과 2D CNN의 입력 시 차원 변경 방법 

그림 1 Future Frame Prediction을 위한 생성 모델 구조. Unet은 기존 모델[9]이고 Unet 3D1과 Unet 3D1 L1D는 3D 

CNN을 추가한 모델의 구조이다. ADA(Anomaly detection Algorithm)은 비정상 상황을 감지하는 부분이다. 

그림 3 비디오 이상 감지 네트워크 구조 



4. 결  과 

 

Avenue에 대해서 UNet3D1은 0.1%pt 성능이 

향상되었고 UNet3D1 L1D는 같은 성능을 보였다. 

Ped2에 대해서는 UNet3D1은 0.3%pt, UNet3D1 L1D는 

0.4%pt 성능이 증가하였다(표 1). 

프레임별 각 모델의 PSNR 값은 그림 4와 같다. 노란

색 선은 비정상 상황을 나타낸다. 제시한 모델이 정상과 

비정상 상황에 대해서 PSNR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미

래 프레임 예측을 더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PSNR 값을 보면 미래 프레임에 대해서는 더 잘 만들

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D CNN이 프레임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AUC는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임계 값에 따라 정확도

가 달라지는데 반해 비디오 전체에 대한 PSNR의 전체

적인 형태가 비슷하여 비정상 상황을 판단하는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는 입력 프레임의 개수를 늘리거나 3D 

CNN을 여러 개 사용하는 등 3D CNN이 시간 정보를 더 

잘 추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시티에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적용되어 비정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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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데이터 집합에 대한 AUC 점수 비교 

그림 4 프레임별 각 모델의 PSNR 변화. PSNR 값이 높

을수록 실제 프레임과 비슷한 정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