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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공지능 연구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센서에

서 얻어진 정보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능

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감시 및 보안을 

무인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공장과 같은 큰 규모의 산업현장에서 

보안, 이상상황 감지 및 감시와 같은 경비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정형 CCTV(Closed-Circuit 

Television)와 함께 이동형 로봇을 이용하면 사각지

대를 줄일 수 있으며 적용 범위를 효율적으로 늘

릴 수가 있다. 또한, 기존의 CCTV를 기반으로 하

는 연구들은 영상정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

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비로봇

을 활용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센서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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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evaluating abnormal situations 

by using various sensors, as industries try to automate some of the surveillance and security tasks traditionally 

performed by humans. In particular, mobile robots using multimodal sensors are being used for pilot 

operations aimed at helping security robots cope with various outdoor situations. Multiagent systems, which 

combine fixed and mobile systems, can provide more efficient coverage (than that provided by other systems), 

but network bottlenecks resulting from increased data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are encountered. In this 

report, we will examine recent trends in object recognition and abnormal-situation determination in various 

changing outdoor security robot environments, and describe an outdoor security robot platform that operates 

as a multiagent equipped with a multimodal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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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화재 등)에서도 인식 및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센서를 활용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 센서 데이터 간의 정렬, 데이터 처리 

및 처리된 정보 융합이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센

서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및 센서 데

이터를 지역 서버나 클라우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수의 고정형/이동형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통신 네트워크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데이터 구조와 함께, 에이전트 간의 동작이 유기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제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경

비 계획, 통제 및 운용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경비로봇에 대한 산업 동향과 이상

상황 판단에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멀티모달 센서로 구성된 로봇을 이용한 지능형 정

보분석 플랫폼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장에

서는 최근까지의 경비로봇 연구 및 산업 동향에 대

해서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이동/고정형 로봇, 감

시 카메라 등을 관리하기 위한 멀티에이전트의 지

능형 관제 시스템 및 멀티모달 센서 플랫폼에 대해

서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에이전트에서 이뤄지는 

인식기술과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및 처리를 위한 

환경지도 기반의 판단 기술을 소개한다. Ⅴ장에서

는 결론과 함께 전반적인 향후 전망을 기술하였다.

Ⅱ. 산업 & 연구 동향

1. 경비로봇 동향

SHARP사에서는 2016년 9월에 실외경비로봇인 

INTELLOS A-UGV[1]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영

상, 음성, 열영상 등의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창

고와 같은 시설에 대한 보안과 건물의 문과 창문 그

리고 침입자에 대한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중

앙시스템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OTSAW O-R3[2]는 거리, 통로 및 열린 공간을 

순찰하고, 동적 장애물을 피하고, 자동으로 기지

로 복귀할 수 있고,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지능형 

자율 보안로봇이다. O-R3는 감시를 위해 360° 카

메라, HD 카메라 및 2개의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

집하며, 상황에 따라서 머신러닝 감시 기술을 활용

하여 경비원에게 이상 징후를 경고한다. 현재, 두

바이의 공공장소와 싱가포르의 공원에서 적용되

고 있다.

Knightscope사는 K3, K5 등의 이동형 경비로봇을 

제안하였으며[3], 쇼핑몰, 학교 캠퍼스 및 대형 주

차장에서 발생하는 보안 상황에 대해서 중앙시스

템에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형 경

비로봇은 영상, 음성, 3D 거리 센서, 온도 및 공기 

측정 센서를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인식, 이산화탄

소 농도 및 이상행동 감지나 늦은 시간 사람의 움

직임 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실리콘밸리의 웨스트필드 쇼핑몰과 삼성전자 미

국 캠퍼스에서 운용되어 실내외에 대한 순찰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시크센스의 자율주행 로봇 SQ-2[4]는 도쿄도청

에 배치되어 지정한 경로를 자율 순회하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자동제세동기(AED)와 소화기의 

손상 등을 확인한다. 경비원은 로봇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동영상을 보면서 원격감시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SQ-2 경비로봇은 LiDAR와 각종 센서

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을 수행하며 공간을 인식해 

3D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변화 감지

를 통해서 이상을 발견하거나 고정형 CCTV 카메

라에선 잡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한 영상인식 및 

모니터링 작업도 할 수 있다. 직원 및 방문객의 얼

굴을 인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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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5]을 

기아 광명공장에 배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

다. 보스톤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했던 4족 보행 로

봇 스팟(Spot)을 자체 개발한 AI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과 조합하여 기아 광명공장에 야간 경비 임무

를 맡게 하고,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다양한 산업현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로봇의 RGB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와 LiDAR를 

사용하여 출입구의 개폐 여부 인식, 고온 위험 감

지, 외부인 무단침입 감지, 내비게이션을 통한 순

찰, 영상 전송 및 원격 조작기능을 주기능으로 하

고 있다.

상기의 경비로봇들은 연구단계 또는 시범운영

단계에 있고, 대체로 한 개의 이동형 에이전트만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영역에서 복잡한 상황

에 대한 인식보다는 개별 에이전트에서 획득한 센

서 데이터에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변화된 점

을 감지하거나 외부 출입자 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을 전송하여 관제실에 상황을 보여주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인식 및 상황 판단 연구 동향

경비로봇은 센서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

체로 RGB 카메라, LiDAR 등을 사용하여 사람 

및 물체 검출을 수행하며, 적용되는 환경에 따라 

IR(Infrared)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추가적인 센

서를 사용하여 감시 대상을 확대하거나 성능을 높

이도록 구성한다. 이처럼 본 절에서는 인식 및 상

황 판단을 하는 연구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Meghana 등[6]은 대규모 영역의 중요 시설 주

변 및 국경 등과 같은 야외 환경에서 RFID(Ra-

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이용하여 감지

된 사람의 영역 허가 사항을 파악하며 금속 탐지기 

센서를 사용하여 금속 폭탄을 감지한다. 로봇에 장

착된 무선 카메라는 360° 방향으로 회전하며 실외 

영역을 지속적으로 스트리밍하고 적외선 조명을 

사용하여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감시가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Chakravarty 등[7]의 논문에서는 수동으로 훈련

된 경로를 반복하며 훈련 중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

각적 이상을 감지하는 모바일 로봇을 제안하였다. 

복잡한 실험실, 복도 및 사무실 환경에서 파노라

믹 영상을 획득하도록 구성하여 자율주행 중 캡처

된 이미지와 훈련 실행 중 캡처된 참조 이미지 간

의 차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상을 감지하여 침

입자와 같은 이동성 이상과 고정된 이상을 모두 감

지하도록 하였다.

상기의 응용들은 인식 및 이상상황 검출을 위해

서 각 상황에 맞는 단일 센서만을 사용하였지만, 

멀티모달 센서들의 정보로부터 결과를 융합하여 

향상된 결과를 얻기도 한다. Paola 등[8]은 실내 환

경에서 감시를 위한 자율 이동 로봇을 제안하였는

데, 단안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 및 RFID 센서를 

포함하는 다중 센서 플랫폼을 구성하였다. 이 센서 

플랫폼을 사용하여 지도 작성, 위치인식, 자율주

행 및 탐색과 관련된 기본 기능과 함께 감시 기능 

수행을 위해 환경 내 물체의 변화검출, 센서 간의 

융합을 통해 상기의 기능들의 성능이 높아지는 것

을 보였다. 

앞 절에서 경비로봇을 시범 운용하는 것과는 다

르게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이종 센서 간의 결합을 통해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연구도 있으나 대체로 환경에 맞는 단

일 센서를 활용한 연구가 많으며, 산업계와 마찬가

지로 다수의 멀티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효율적

인 데이터 처리 및 전송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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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멀티에이전트 정보분석 플랫폼

멀티모달 센서기반의 고정형/이동형 에이전트

를 다수 사용하는 멀티에이전트 상황에서 효율적

인 이상상황 검출 및 에이전트 운용을 위한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다양한 이상상황 검출을 하는데는 

에이전트에서 바로 확인되는 지역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전역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멀티모달 센서기반의 학습

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테스트베드에서 멀티에이

전트 운용을 위한 서버측 프로그램 등 전체적인 플

랫폼에 대해 기술한다. 

1. 멀티모달 센서

멀티모달 센서 모듈은 총 7종의 센서(RGB 카

메라, IR 카메라, Depth 카메라, Thermal 카메라, 

Nightvision 카메라, 다채널 마이크, LiDAR)를 사용

하여 10fps 동기화된 데이터를 획득 가능하도록 제

작되었다. 실외 경비로봇의 특성상 외부의 설치 및 

우천 시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방수 및 내식성, 내

화학성을 위한 불소 소재를 케이스의 내부 씰에 적

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로봇이 이동하면서 발생하

는 진동으로 인해서 센서데이터가 부정확하게 획

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동형 모듈에 장착 시에

는 완충기를 사용하였다. 센서 데이터 간의 시간 

동기화와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된 멀티모달 센서 

모듈은 물체인식 및 검출에 사용하였다[9]. 그리고 

센서 데이터를 저장 및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소형 PC가 사용되었다. 그림 1은 멀티모달 센서 모

듈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센서의 구성과 함께 

발열 및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기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멀티모달 센서 모듈이 이동형/고정형 

에이전트에 각각 적용된 사진이다. 고정형 에이전

트에는 LiDAR는 제외되고 각 위치에 따라 센서 구

성이 다르게 주요 감시지점에 설치된다. 

2. 테스트베드 및 데이터 수집

실외 경비로봇 기술의 성능 검증 및 테스트를 위

해서 포항(안전로봇실증센터)과 광주(나노산업단지 

주변)를 테스트베드로 선정하여 고정형 에이전트 

설치 및 이동형 에이전트를 운용하였다. 상기 테스

트베드 지역에서 멀티모달 센서 모듈을 이용한 다

양한 상황에 대한 동기화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주간, 야간, 폭우, 연기(화재상황) 등의 환경에 대

한 50만 장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

림 3은 테스트베드로 활용 중인 포항 안전로봇실

증센터와 광주 나노산업단지 주변으로 안전로봇그림 1 멀티모달 센서 모듈 구성도

그림 2 고정형/이동형 에이전트에 멀티모달 센서 모듈이 
적용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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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센터에서는 다양한 이상상황을 재현하여 데

이터 수집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광주 나노산

업단지는 포항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

환경 적용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멀티에이전트 관제 시스템

테스트베드 장소의 멀티에이전트의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제어를 위해서 감시 관리자에게 적합

한 UI(User Interface)를 가진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

다. 또한, 이상상황 판단에 대해서 정확성을 검증

하고 이를 다시 학습에 반영하는 지능 분석 플랫폼

이 필요하다. 

그림 4는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UI로서 에이전

트 위치 기반 지도표시, 환경지도 연동 데이터 화

면 표시, 이동 에이전트의 감시 경로 계획 기능 충

전상태 표시 기능, 드론 출동/복귀/제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및 이상상황 알림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상상황 인식 모듈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점진적 학습을 위한 Human-in-the-loop 인터페

이스, 이상상황 발생 시 알림 기능 및 이동형 에이

전트의 재배치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각 테스

트베드 사이트에 위치한 서버와 MQTT 통신을 

이용하여 이상상황 및 환경지도 데이터 등을 전송

한다.

Ⅳ. 인식 및 이상상황 판단 기술

1. 사람, 사물 및 행동 인식 기술

화재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상

상황은 사람과 같은 객체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따

라서, 이상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멀티모달 센서에

서 얻어지는 데이터로부터 물체를 인식하고 추적

하며, 사람의 경우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5는 이를 위해서 구성된 알고리즘 흐름도

로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동형 에이전트에서는 

먼저 RGB 영상을 입력으로 DeepLab V3+ segmen-

tation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전배경 분리를 하였

다. 이를 통해서 오검출률을 줄일 수 있으며, 거리 

측정이 어려운 먼 물체보다 가까운 물체에 더욱 집

중하여 판단할 수 있다.

멀티모달 센서 데이터로부터 사람, 자동차, 이

륜차 등을 검출하기 위해서 포항 실증 단지와 광주 

그림 3 테스트베드인 포항 안전로봇실증센터와 
광주 나노산업단지

그림 4 지능형 멀티에이전트 관제 시스템
그림 5 단일한 파이프라인으로 재설계한 

로봇 탑재 알고리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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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산업단지에서 제작한 멀티모달 데이터셋 및 

MS-COCO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객체 검출기를 

학습하고 그 성능을 측정하였다[10]. 개발된 알고

리즘은 고정형 및 이동형 에이전트에 탑재하여 에

이전트 운용 시 관심 객체를 검출하며 RGB 카메라

와 열화상 카메라의 센서를 활용하여 주/야간 모

두에 대해 객체 검출이 강인하게 가능하도록 구성

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리 계산된 날짜 기반의 일출/일

몰 시간을 불러오고,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주/야

간을 판별하였다. 객체 검출 모듈은 주/야간 상황

에 모두 강인한 객체 검출기 학습을 위하여 RGB 

영상과 열화상 영상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학습

하였다. 

주/야간 상황에 강인한 객체 검출 결과는 다중 

객체 추적과 행동 분류 모듈의 주/야간 성능을 모

두 강인하게 해 준다. 행동 분류 모듈은 주간에는 

RGB 영상 데이터를, 야간에는 열화상 영상 데이

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분류하도록 학습하

였다.

검출기를 통해 물체의 글로벌 좌표를 구하기 위

해서 물체의 특징 정보를 매 프레임마다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전에 추출

된 특징 정보와 업데이트 특징 정보 간의 채널별 

유사도를 기반으로 하여 유사도가 높은 채널의 특

징들을 interpolation하여 효과적으로 물체의 좌표를 

획득했다[11].

이렇게 취득된 물체 정보 중에 사람과 관련된 경

우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기술도 필요하다. 두 개의 temporal-wise 

attention 기반의 LSTM(Long Short-Term Memory)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입력 프레임에서의 가중

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

여 객체의 행동을 인식하였다. 두 개의 LSTM은 각

각 ImageNet 데이터셋에서 미리 학습된 VGG-16

과 ResNet-101에서 획득한 특징값을 입력으로 하

였다.

장착된 멀티모달 센서 종류가 다른 고정형과 이

동형 에이전트에 대해 객체 인식 및 행동 판단 모

듈로 입력되는 ROS 센서 메시지 종류를 모듈 내에

서 자동으로 감지하여 고정형/이동형 프로그램 구

분 없이 하나의 모듈로써 탑재되도록 구현하였다. 

단일한 파이프라인 프레임워크로 구현된 통합 모

듈은 이동형과 고정형 에이전트에 모두 시스템적

으로 연동되어 탑재되었으며, 그림 6은 물체 검출

과 행동 인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환경지도 기반 이상상황 판단 기술

영상으로부터 이상상황을 바로 판별하는 것이 

아닌 감시 대상 전역에서 이상상황을 판단하기 위

해서 환경 정보를 지도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에이전트의 감시 센서로부터 입

력된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하여 다계층 지역 환경

지도를 작성하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감지한 사

람과 차량의 위치, 속력, 방향, 자세 등의 특징을 

인코딩하여 객체 지역 환경지도를 1Hz 주기로 생

그림 6 실환경 주/야간에서의 객체인식 및 행동 판단 모듈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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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지역 환경지도는 고정형 에이전트의 경우 

지표면에 대한 좌표변환을 수행하여 전역 환경지

도에 투영하고 이동형 에이전트의 경우 로봇 자율

주행에서 계산된 위치 및 방향을 바탕으로 전역 환

경지도에 투영한다[12]. 이 과정에서 시공간적 오

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좌표변환 최적화 과정을 

수행한다.

정보분석 서버에서는 각각의 고정/이동 에이

전트들로부터 수집된 로컬 환경지도에 대해 글로

벌 환경지도 생성을 수행한다. 글로벌 환경지도는 

1.0m/pixel의 해상도로 샘플링되며, 각각의 에이전

트들에 대한 업데이트 여부, 위치/속력/방향/자세 

등의 사람과 차량의 동적 객체 상황, 높이분포 상

황, 온도분포 상황 등의 다층 글로벌 관측지도를 

1Hz 주기로 생성한다.

정보분석 서버에서 생성된 글로벌 관측지도는 

현재 감시지역 내의 사람과 차량의 유동량, 위치, 

이동방향, 속력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시에 높이 및 온도분포 상황 등의 정보가 격자맵 

형태로 인코딩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감시지역에 시동이 걸린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의 위치, 해당 지점의 높이분포, 엔진과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해당 지점의 최대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으며, 온도변화의 경우 

시간대별로 흐린 날에 비해 맑은 날에 더 높은 온

도분포가 발생한다. 

정보분석 서버에서 생성된 전역 관측지도는 과

거의 전역 관측지도 DB에 기반하여 현재 관측값

에 대한 확률점수를 계산하여 글로벌 확률지도를 

생성한다. 확률지도는 0~100의 값을 가지며, 점수

가 낮을수록 발생확률이 낮음을 의미하며 확률지

도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객체 확률, 높이분포 확

률, 온도발생 확률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관측지도와 확률지도를 병합하여 환경지도를 생

성하고 생성된 글로벌 환경지도에 기반하여 현재 

상황을 판단·수행한다. 그림 7은 사람/차량의 객

체의 위치 및 현재 에이전트의 감시지역, 높이 및 

온도에 대한 환경지도와 확률지도를 도시한 그림

이다.

고정/이동 에이전트의 멀티모달 정보로부터 생

성된 환경지도에 대하여 분류되지 않고 라벨링되

지 않은 DB(Database), 정상 DB, 이상 DB, 합성이

상 DB를 구축한다. 비레이블 DB의 경우 실시간 

입력되는 환경지도의 샘플링을 통해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DB이며, 이를 기준으로 확률지도를 계

산한다. 정상 DB와 이상 DB의 경우 사용자 정의 

및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분류되어 레이블된 DB

이며, 합성이상 DB의 경우 랜덤모션 등을 통해 생

성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합성 DB

를 구축한다. 합성이상 DB를 제외한 나머지 DB

는 환경지도 입력과 사용자의 피드백에 의해 실시

간으로 갱신되는 DB로서, 이를 기준으로 이상판

단을 수행한다. 이상판단의 경우 확률지도와 오

토인코더 구조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이상후보를 

추출하며, CNN과 레이블 DB를 활용하여 2차 필

터링을 수행하고 2단계 판단을 거쳐 사용자에게 

상황판단 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8은 이런 전체적

인 이상상황 판단/보고/피드백을 포함한 흐름도

그림 7 사람/차량 등의 동적 객체, 높이변화, 온도변화에 대한 
관측지도와 확률지도로 구성된 환경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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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그림 9는 상기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차량 환

경지도에 기반하여 해당 감시지역의 사람과 차량

의 시간대별 유동량을 분석 수행한 결과이다. 일

반적으로 평일의 경우, 오전 8시 전후의 출근시간

부터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했으며, 점심시

간에는 평균 5명 전후의 가장 많은 군중이 발생하

였다.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대폭 감소된 통행량을 

보였으며, 저녁시간에는 일부 통행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21년 4월부터 6개월간의 운용기

간 중, 6월 17일의 경우 재난로봇 시연행사로 인해 

최대 17명까지의 군중과 최고 활동량이 발생하였

으며, 6월 30일의 경우 48시간 연속운용 테스트로 

인해 저녁 8시~새벽 6까지 5명 전후의 활동이 기

록된 것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Ⅴ. 결론

고정형 CCTV를 사용하여 이상상황을 검출하여 

알려주는 연구가 실용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

그림 9 감시지역의 일반적 시간대별 사람/차량 유동량 변화 및 
특이상황 예

그림 8 테스트베드 구현 에이전트 감시데이터 기반 이상상황 판단/보고/사용자 피드백 구조

E4_1 영상기반 이상물체
- 에이전트 ID, 시간, 위치
- 이상물체 후보검출

E3_1 비정형 이상검출 1단계
- 감시시간
- 비일상적 상황점수

이상보고

E1_1 고정 에이전트
- 에이전트 ID, 감시시간
- 사람/차량 객체검출 
- 로컬 관측지도
- 이상소음 검출

E1_2 이동 에이전트
- 에이전트 ID, 감시시간
- 감시 위치/방향
- 사람/차량 객체검출
- 로컬 관측지도
- 이상소음 검출

E2_1 글로벌 관측지도
- 감시시간
- 글로벌 현재지도(MxNx7)

E4_2 영상기반 이상보행자
- 에이전트 ID, 시간, 위치
- 이상보행자 후보검출

E3_2 비정형 이상검출 2단계
- 감시시간 & 이상위치
- 정상/이상 상황점수

E3_3 사용자정의 이상
- 감시시간
- 이상코드, 상태, 위치

E5 종합보고
- 에이전트 ID
- 발생시간
- 이상종류
- 이상위치

E2_2 글로벌 확률지도
- 감시시간
- 글로벌 확률지도(MxNx6)
- 높이/온도 차분지도(MxNx2)

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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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특정 지역 내에서의 모든 지점에 CCTV를 설

치하기 어려운 이유로, 최근에는 이동형 로봇을 활

용하는 연구 및 시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대체로,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지만 이

를 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적으며, 다수의 에이

전트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

서는 현재 경비로봇에 대한 현황과 함께 연구 개발 

중인 멀티모달 센서기반 멀티에이전트 경비로봇

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다양한 센서의 융합을 

통한 검출 및 인식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실제 테스

트베드에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에서 보다 효율적인 데

이터 처리와 전송을 위해 환경지도 형태로 변환하

고, 이를 통해서 감시지역 전역에 대한 이상상황 

판단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공개 소프트웨어 과

제로서 향후 수집된 데이터셋과 관련된 소스를 오

픈할 예정이다.

약어 정리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R  InFrared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STM Long Short Term Memory

MQTT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RFID Radio-Frequency Identi�cation

UI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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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OCO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물체 검출, 영역분

할, 중요 부분 검출 등을 위한 데이터셋이다.

Human-in-the-loop  인공지능 학습 시에 사람이 참여하여 점

진적 학습을 통해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람이 인공지능 결

과에 관여하여 재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ROS  로봇 운영 체제(Robot Operating System)는 로봇 소프트

웨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라이브러리 모음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개발자 도구가 있고,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있다.

용어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