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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CTV 영상 데이터의 볼륨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객체의 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이상상황이 발생 시 

관리자와 시스템간의 질의응답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요구되었다. 수많은 객체의 종류와 복잡한 

관계가 기록되는 CCTV 감시환경에서의 시각적 질의응답을 위해서는 인식된 객체집합과 질의의 맵핑을 수행할 

수 있는 추론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촬영되는 행인, 차량, 객체들의 관계를 

인식하는 고성능 신경망과 질의 응답을 위한 추론 알고리즘을 결합한 뉴로-심볼릭 질의응답 방법을 설계하고,  

이상상황 여부를 반환하기 위한 3차원 컨볼루션 오토인코더 구조와 결합하였다. 제안하는 CCTV 환경에서의 

이상상황에 대한 시각적 질의응답 모형은 다섯가지 종류의 쿼리에 대해 0.9971의 정확도를 달성하였고 

추가적으로 학습된 질의응답 모형을 웹 기반 데모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실용성을 평가하였다. 

1. 서 론 

시각적 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d answering)은 이미지 구성요

소의 인식과 요소간 관계의 모델링을 언어처리와 결합하고자 

하는 태스크로,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분야 연구의 교차

지점에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그림 1에서 도식화한 인

식을 위한 신경망 접근과 인식된 심볼간의 맵핑을 위한 추론

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는 데이터 확보가 간단하고 객체

간 관계가 단순한 합성 사진 환경에서 기존 최고의 정확도를 

확보함으로써 딥러닝과 추론 결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한편 제한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추론 기반 질의응답 

모형을 보다 관계가 복잡한 Real-world 데이터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는 인식용 신경망의 개선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

의 표현이 확장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2]. 대표적으로, 객체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발생 상황의 수가 다양한 CCTV 감시환경

에서는 인식과 질의 커버리지의 효과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기

존에 개발된 인식 방법과의 결합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된 CCTV 감시환경에서의 이상상황 발

생시, 관리자-시스템간의 질의응답을 수행하기 위한 객체 인식 

범위와 질의 커버리지를 정의하였다. 이상 상황에 대한 레이

블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비지도 방식으로 정상 CCTV 

환경을 모델링하기 위한 3차원 컨볼루션 오토인코더를 고안하

였고, 최대한도의 인식 범위와 복잡한 질의 응답 맵핑을 위해 

대표적인 Yolo v3 신경망과 추론 알고리즘을 결합하였다. 제안

하는 방법은 다섯가지의 질의 종류에 대해 평가되었고 평균 

0.9978 정확도로 기존 방법 대비 최고의 성능을 달성하였다. 

추가로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웹 기반 VQA 시스템에 탑

재함으로써 CCTV 환경에서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1 CCTV 환경에서의 시각적 질의 응답을 위한 인식과 

추론 알고리즘의 결합 관계도 

2. 관련 연구 

표 1에서 시각적 질의응답을 위한 딥러닝 및 추론 알고리즘과

의 결합 방법을 접근 및 방법과 환경 별로 요약하였다. 초기

의 이미지 인식과 처리 및 맵핑을 전부 신경망으로 구현한 시

도에서는 합성 환경에서의 시각적 질의 응답 태스크를 정의하

였다 [3]. 모듈화된 신경망을 활용한 시도에서는 인식과 자연

어 처리의 태스크가 구별되어야 함을 입증하였다 [4]. 

한편 추론 알고리즘을 딥러닝과 결합하고자 하는 뉴로-심볼

릭 시도에서는 객체의 심볼 그라운딩과 추론방법이 연구되었

다 [1]. 질의 및 관계 표현을 위한 도메인 특화 언어와 심볼릭 

처리과정[2] 을 제안한 시도에서는 합성 환경에 대해 인간 응

답자 대비 고성능의 질의응답을 구현하였다 [5]. 선행연구에 

대비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다 복잡한 CCTV 감시환경에 뉴로-

심볼릭 VQA를 확장하기 위해 객체와 질의 범위를 재정의하고, 

이상상황 탐지용 신경망 방법과 결합함으로써 실용성을 극대

화하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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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딥러닝 및 뉴로심볼릭 시각적 질의응답 방법과 환경 

Approach Visual perception QA processing Environment 

End-to-end 

neural networ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Long short-term memory [3] 
Synthetic visual 

scenes (CLEVR) 

Module network with en-

coder-decoder [4] 

General objects 

(MS-COCO) 

Neuro-sym-

bolic 

Mask R-CNN 

(Object tables) 
Domain specific language [1] 

Synthetic visual 

scenes (CLEVR) Mask R-CNN 

(Feature vectors) 

Quasi-symbolic program exe-

cution [5] 

Faster R-CNN 
Differentiable first-order 

logics [2] 

General objects 

with scene graph 

(GQA) 

표 2 CCTV 환경에서의 객체 인식 범위 및 관계 정의 

Object property Description 

객체 별 기본 속성 

Shape Person, bicycle, car, skateboard, wheelchair, cart, truck, others 

Size Small, large 

Position x-y location 

객체 별 유추 속성 

Velocity Computed by comparing x-y coordinates within frames 

객체 간 관계 

Relative position Left, right, in_front, behind, over, under 

Relative size larger_than, smaller_than 

Relative velocity Faster_than, slower_than 

Numbers More_than, less_than 

Equal Same_shape, same_size, same_position, same_abnormal 

 

3. 방 법 

3.1. CCTV 환경에서의 인식 범위 및 질의 정의 

CCTV 감시환경에서 가용한 질의응답의 범위는 도메인 특화 

언어로 쓰여진 질의 쿼리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프로그램의 수

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용성과 맵핑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정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객체 인식 신경망 Yolo v3를 선행적으로 CCTV 데이터에 적용

하고, 발견되는 모든 객체의 종류와 관계를 사용하였다. 표 2

에서 객체의 종류와 관계를 정의하였고 표 3에서 다섯가지 질

의 종류를 정의하였다. 

입력된 질의와 프로그램 집합 간의 맵핑은 지도학습된 Long 

short-term memory (LSTM) 인코더-디코더 구조에 맵핑된다. 질

의로부터 추출된 프로그램 집합은 섹션 3.2의 인식 결과물인 

객체 속성 표 (Abstract scene representation)에 대해 간단한 For 

문으로 구현된 필터 연산을 수행한다.  

3.2. 이상탐지 및 객체 인식을 위한 신경망 구조 

제안하는 CCTV환경에서의 그림 2의 묘사와 같이 시각적 질의

응답 모형의 시각 인지 컴포넌트는 두 단계의 신경망으로 구

성된다. 첫번째 이상상황 여부를 반환하기 위한 정상 CCTV 

시퀀스 모델링 신경망은 시간 축을 고려한 3차원 컨볼루션 연

산으로 구현된 오토인코더 구조로 정의한다.  

 
그림 2 제어 흐름 그래프의 샘플링과 임베딩을 위한 그래프 

트랜스포머와 트리플렛 신경망의 결합 구조 

 

입력되는 𝑖번째 프레임 시퀀스 𝑋𝑖 = [𝑥1, … , 𝑥𝑓]에 대한 오토

인코더 𝑙번째 은닉층 벡터 ℎ𝑙  과 재구축된 프레임 �̂�𝑖  는 수식 

(1)으로 정의한다. 

 ℎ𝑙 = 𝜙𝐶(𝑊𝑙𝑥𝑖 + 𝑏𝑙); �̂�𝑖 = 𝜙𝐶(𝑊𝑙+1ℎ𝑙 + 𝑏𝑙+1) (1) 

이때 적용되는 3차원 컨볼루션 연산 𝜙𝐶는 𝑚, 𝑛, 𝑡번째 픽셀

에 (𝑘 × 𝑘 × 𝑘)크기의 필터연산을 학습하는 것으로 프레임 내

부의 공간적 상관관계와 프레임 간 상관관계를 추출하며 수식 

(2)으로 정의한다. 

 𝜙𝐶
𝑙 (𝑥𝑖) = ∑ ∑ ∑ 𝑤𝑎𝑏𝑐

𝑙
𝑘−1

𝑐=0
𝑥(𝑚+𝑎)(𝑛+𝑏)(𝑡+𝐶)

𝑙−1
𝑘−1

𝑏=0

𝑘−1

𝑎=0
 (2) 

이상탐지를 위한 3차원 컨볼루션 오토인코더의 손실함수 

𝐿𝑀𝑆𝐸는 수식 (3)에서 정의된 유클리디안 거리로 구성되기 때

문에, 이를 최적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CCTV 감시환경에 대한 

모델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 CCTV 감시환경에서의 이상 상

황은 수식 (4)의 이상 점수 𝑠𝜏의 문턱값으로 정의한다. 

 𝐿𝑀𝑆𝐸(𝜃; 𝑋, �̂�) = ∑ (𝑋𝑖 − �̂�𝑖)
𝑖

 (3) 

 𝑠𝜏(𝑋𝑖) = 𝑑(𝑋𝑖 , �̂�𝑖) = ||𝑋𝑖 − �̂�𝑖||
2

2
 (4) 

객체인식 분야에서 대표적인 Yolo v3 신경망은 클러스터링을 

통한 앵커박스를 내부에서 생성하고 객체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높은 해상도에 대한 실시간 로컬라이

징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CCTV 프레임과 해당하

는 객체 속성 표의 각 행을 지도학습 방식으로 맵핑하는 역할

로 활용하였다. 

4. 실험 및 결론 

4.1. CCTV 이상탐지 벤치마킹 데이터셋 

제안하는 방법의 검증을 위해 도보에 설치된 고정 CCTV로부

터 수집된 UCSD Pedestrian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좌우와 전후 

방향으로 움직이는 행인과 객체가 촬영되었고 총 98개의 200

프레임으로 구성된 영상으로부터 사람, 그리고 2/4륜 차량 (자

전거, 자동차, 스케이트보드, 휠체어, 카트, 트럭) 그리고 배경 

(나무, 도로, 잔디)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객체 속성 표를 프레

임 별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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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질의 응답을 위한 도메인 특화 언어 집합 정의 

Function Input output Function Input output 

기본 프로그램 

scene - Object list count Object list Integer 

unique Object list Object exist Object list Boolean 

relate Object list  Object list get_frame Integer scene 

필터 프로그램 

filter_size List, size List filter_object List, abnormal List 

filter_shape List, shape List filter_scene List, integer List 

filter_position Position List filter_frame List, integer List 

filter_velocity List, integer List    

쿼리 프로그램 

query_size Object Size query_velocity Object Integer 

query_shape Object Shape query_type Object List 

query_position Object Position    

논리 프로그램 

AND List, List Object list OR List, List Object list 

속성 프로그램 

same_size Object Object list same_position Object Object list 

same_shape Object Object list same_velocity Object Object list 

비교 함수 

equal_integer Int, int Boolean equal_shape Shape, shape Boolean 

equal_size Size, size Boolean less_than Int, int Boolean 

equal_color Col, col Boolean greater_than Int, int Boolean 

 

표 4 질의 종류 별 질의응답 정확도 비교 

Methods Count Exist 
Compare 

number 

Compare 

attribute 

Query at-

tribute 

Overall 

accuracy 

CNN-LSTM [3] 64.57% 87.44% 53.78% 77.47% 77.47% 72.15% 

Mask R-CNN with 

LSTM 
85.23% 92.93% 83.45% 90.68% 92.68% 88.99% 

Module network with 

Encoder-decoder [4] 
86.77% 96.61% 86.48% 96.51% 95.27% 92.32% 

Ours 99.71% 99.97% 99.96% 99.93% 99.98% 99.91% 

 

4.2. CCTV 감시환경에서의 시각적 질의응답 성능 

표 4에서 기존 질의응답 방법과의 성능을 프로그램의 종류 별

로 비교하였다.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이미지 인식과 

LSTM을 사용한 질의 처리를 단순 지도학습으로 맵핑하는 경

우, 인식된 개체의 개수를 질의하는 경우 0.6457의 저조한 정

확도를 보임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인식된 객체 속성 

표에서 객체의 개수가 명시되어 있어 0.9971의 정확도로 오분

류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CCTV 감시환경과 같은 복잡한 환

경에서 모듈 신경망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접근은 0.9232의 

정확도를 보였고, 추론 기능이 결합된 제안하는 방법은 0.9991

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표 5에서는 객체 개수, 종류, 그리고 상세한 속성을 질의하

고 질의 응답이 실패한 세가지 케이스를 정리하였다. 상대적

으로 저조한 성능을 보인 객체의 개수 질의에 대한 객체 속성 

표에서의 오인식을 발견하였다. 복잡한 질문과 고의로 문법오

류를 포함시킨 질의에 대해서 순환신경망 기반의 인코더-디코

더의 도메인 특화 언어 오분류로 인한 프로그램 파싱 오류가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 CCTV 이상 상황의 시각적 질의응답 데모 시스템 

표 5 질의 종류 별 응답 실패의 케이스와 사유 

Scene Query Question 
Program representa-

tion 

Answer / 

Failure 

 

Count 

How many ab-

normal objects 

are there? 

 scene 

 filter_anomaly[ab-

normal] 

 count 

2 / Visual per-

ception failed 

 

Query 

Type 

What type is the 

large abnormal 

entity? 

 scene 

 filter_size[large] 

 filter_anomaly[ab-

normal] 

 unique 

 query_type 

Person / per-

ception, pars-

ing failed 

 

Query 

Size 

The abnormal 

thing is what 

size? 

 scene 

 filter_anomaly[ab-

normal] unique 

 query_size 

large / parsing 

failed 

4.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에 근접하는 CCTV환경에서의 시각적 

질의응답 태스크를 위해, 객체 인식 범위와 질의 종류를 정의

하고 뉴로심볼릭 시각적 질의응답 방법을 확장하여 이상탐지 

신경망과 결합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다섯가지 질의 종류에 

대해 0.9978 고성능 정확도를 달성하였고, 그림 3와 같이 학습

된 시각적 질의응답 방법을 웹기반 데모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제안하는 방법에서의 질의응답의 맵핑을 위한 추론 알

고리즘은 단순한 필터 연산으로 구현되어 CCTV 환경보다 복

잡한 객체의 관계로 이루어진 일반 이미지 분야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객체나 관계가 추가되는 경우를 고려

하기 위해서 질의의 표현에 대한 학습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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