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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비디오 분석 기술 

서울대학교  김지섭･남장군･장병탁*

1. 서 론1)

최근 딥러닝 모델은 컴퓨터 비젼의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능 향상을 보이며,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기존의 컴퓨터 비젼 연구가 SIFT[19], HOG[5]
와 같이 사람의 지식에 기반을 두어 유용한 특징

(Feature)을 설계하는데 집중했다면, 딥러닝은 다층 인

공신경망을 이용해 유용한 특징들을 데이터로부터 직

접 학습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학습 기반의 방법

은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유용한 특징들을 데이터

를 통해 직접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보

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수집하

는 것이 용이해지고 GPU 컴퓨팅이 보편화되어 복잡

한 모델의 계산 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딥러닝은 컨볼

루션 신경망 모델[18]을 필두로 물체 인식 및 검출

[13,25,31], 얼굴 인식[8,30,32] 장소 인식[37], 사람의 

자세 인식 및 검출, 사람의 골격 인식[33,34,4], 깊이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 추정[6] 등 이미지를 이

용한 다양한 컴퓨터 비젼 문제에서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을 크게 넘어서게 되었다. 
이렇듯 딥러닝 기술이 기존의 사람이 설계한 특징 

추출 방법을 대체하는 경향은 최근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이미지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에 시계열 정보를 채널의 형태

로 응용한 모델[20], 광학적 흐름정보를 컨볼루션 신

경망 모델의 입력으로 적용시킨 모델[26], 컨볼루션 

차원에 시간을 추가하여 시간적 가변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3D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9, 10, 1, 11], 
독립 부분공간 분석(ISA), 느린 특징 분석(SFA) 등의 

얕은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컨볼루션 신경망과 결합

시킨 모델[17,29], 다음 프레임 데이터의 예측에 유용

한 특징을 학습하는 무감독 학습 모델[21,28]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딥러닝 기반 모델들은 비디오로부

*
종신회원

터 직접 유용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딥러닝 기반 비디오 특징 학

습 모델들을 정리하고 각 모델의 아이디어와 장단점

을 비교 분석한다. 2장에서는 비디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비디오 딥러닝 모델의 

기초가 되는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에 대해 알아본다. 
그 다음에는 비디오 데이터에서의 딥러닝 방법을 크

게 두 분류로 나누어 3장에서는 3차원 컨볼루션 신경

망에 기반을 둔 감독 학습 모델들에 대해, 4장에서는 

무감독 학습 모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장에

서는 실제 응용 상황에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본 연구실의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6
장에서는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각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을 맺으며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과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 딥러닝 기반 비디오 분석 모델 

기존의 많은 컴퓨터 비젼 연구들이 이미지 데이터

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인공지능 연구

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미지보다

는 비디오 데이터의 분석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비디오는 보다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형태의 데이터라

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정지 이미지 한 장이 아닌 지

속적으로 입력되는 시각 정보의 흐름, 즉 비디오 정보

를 이용해 다양한 개념을 학습한다. 예컨대, 포식자나 

먹이가 다가오거나 도망을 가는지, 물체에 힘을 가하

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생존과 직

결된 원초적인 인식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 데는 시간적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비디오를 통해

서만 학습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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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mageNet 데이터셋에 대해 Krizhevsky 등이 제안한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의 구조[13]

(a)

(b)

그림 1 사람이 직접 설계한 Gabor 필터 (a)와 컨볼루션 신경

망이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특징 필터 (b) [10]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다. 정지 이미지

에서 각 픽셀 값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

려운 문제인데, 비디오에서는 각 픽셀값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하므로 이를 손쉽

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비디오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어려움도 존재

하는데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의 높은 

복잡도이다. 비디오는 연속된 이미지 여러 장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이미지에 비해 몇 배의 고차원 데이

터이다. 또한 실제로 같은 데이터인 경우에도 진행 속

도나 지연에 따른 시간 축의 가변성으로 인해 일관성 

있게 다루기가 어렵다. 샘플링 주기, 모션 블러로 인

한 노이즈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비디오 특징 

추출 방법으로 광학적 흐름(Optical Flow; [2]), 3차원

으로 확장한 HOG[12], 해리스 코너(Harris Corner)[15], 
SURF[36] 등이 기존에 제시되었으나, 이들 방법은 사

람이 직접 설계한 것으로 비디오 데이터의 복잡한 패

턴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미지 

데이터에서와 마찬가지로 딥러닝을 통해 직접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주류를 이루는 

것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

고 있는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비디오 데이터로 확

장한 모델들이다.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은 다층 인공신경망의 일종으로 이미지와 같이 각 데이

터 차원간 기하적 연관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효과적으

로 인식하기 위해 제안되었다[18]. 컨볼루션 신경망 모

델은 모든 데이터 차원을 동시에 모델링 하는 대신 기하

학적으로 가까이 있는 국부 영역의 차원들 사이의 패턴

만을 모델링함으로써 모델의 복잡도를 줄인 것이 특징

이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특히 유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지에서 윤곽선은 인접한 픽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한 패턴이고 도형은 인접한 윤곽선

들이 모여서 나타내는 패턴이므로 국부 영역을 모델링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국부 패턴

은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컨볼루션 

신경망은 패턴을 영역별로 독립적으로 모델링하지 않

고 커널(Kernel)의 형태로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모

델링하므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커널을 전체 이미지 영

역을 움직이면서 계산하는 것을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데,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의 가장 주요한 요소이며 

여러 층의 컨볼루션 유닛을 둠으로써 픽셀의 조합으로

부터 윤곽선을, 윤곽선의 조합으로부터 도형을, 도형의 

조합으로부터 물체를 단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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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컨볼루션 연산과 (최대값)통합 연산[38]

컨볼루션 신경망의 또 다른 요소는 통합(Pooling) 
연산이다. 컨볼루션 연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미지의 어떤 영역에 어떤 국부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

내며 이를 반복하면 얼굴이나 물체를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연산을 반복하더라도 패턴이 이미지 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많은 인

식 문제에서 이는 불필요한 정보이다. 예컨대 물체 인

식 문제에서는 주어진 이미지가 어떤 물체인지가 중

요할 뿐 정확히 어떤 위치에 물체가 있는지 정보는 

인식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노

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 통합 연산은 이러한 위치 정

보를 줄여, 보다 노이즈에 강인하게 만들어준다. 보다 

자세히는, 통합 연산은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가 입력

으로 주어지면 이들의 위치 해상도를 두 세배 정도로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출력되는 정보는 인접한 

네 개 혹은 아홉 개 (각각 두 배, 세 배 축소의 경우)
의 차원 중 가장 큰 값으로 결정된다1). 이와 같이 통

합 연산을 하는 경우 이미지 내에서 물체가 평행으로 

조금 옮겨지더라도 출력되는 값이 같으므로 노이즈에 

강인하게 된다. 
컨볼루션 연산과 통합 연산을 여러 차례 번갈아가

며 수행하고 나면 위치 정보가 제거된 상세한 패턴 

정보를 가진 특징들이 추출된다. 보다 높은 인식 성능

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들 특징들 간의 연관성을 일반

적인 신경망으로 모델링하여 최종 인식 결과를 출력

한다(그림 2). 

1) 평균을 취하는 등의 다른 통합 방법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가

장 널리 쓰이고 있는 최대값 통합(Max-Pooling)을 기준으로 설명

한다.

3.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기반 감독 학습 모델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은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적인 

성질을 잘 활용하여, 이미지 인식에서는 최근까지 최

고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13,25,31,8,30,32,37,33, 
34,6]. 비디오 데이터는 이미지의 시퀀스이므로 자연

스러운 확장으로서 시간 축을 추가한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장 처음 적용한 것은 Kim 등의 연구로 사람 행동 

인식에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였다[11]. 다
만, 해당 연구에서는 각 이미지 시퀀스에서 기존 비젼 

기술을 이용해 장면 분할을 수행하고, Action Volume 
방법을 통해 사람의 실루엣을 미리 처리한 후 컨볼루

션 신경망을 사용한 것이어서 유용한 특징을 직접 학

습하는 딥러닝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한 것은 아니다. 
보다 딥러닝의 장점을 잘 살린 모델은 이후 Ji 등이 

제시한 모델로 기존에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전처리했

던 부분을 3차원 컨볼루션으로 대체하였다[9]. 
3차원 컨볼루션 연산은 그림 4과 같이 커널이 3차원 

큐브 형태로 시간 축으로도 국부적인 특징만을 모델링

한다. 예를 들어 전체 30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디오가 

그림 4 Ji 등이 제안한 3차원 컨볼루션 연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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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 이들 30프레임을 동시에 모델링하지 않고 

5 프레임 정도 크기의 커널을 두어 시간 축으로 컨볼

루션 연산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타당한 이유

는 시간도 공간과 마찬가지로 긴 시간차이에 비해 인

접한 시간들 사이에 유용한 패턴들이 존재하며, 각 패

턴은 30프레임의 시작이나 중간, 끝 어느 곳에서도 등

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 축 방향으로의 통합 연산도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5초가량의 비디오 클립이 있을 때 사람이 손을 흔드

는 동작이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 나오든, 끝 부분에 나오

든, 혹은 조금 다른 속도로 나오든 모두 손을 흔드는 

동작임에는 다름이 없다. 즉, 정확한 시점에 대한 해상도

는 인식 문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노이즈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합 연산을 적용하여 시간적인 노이즈에 

강인한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된다. 
Ji 등의 모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입력으로 미가공 

데이터와 함께 구배 정보 (Pixel Gradient), 광학적 흐름

(Optical Flow)등의 전처리된 정보를 여전히 사용했다

는 것이다. 이는 부족한 데이터로 인한 학습의 비효율

성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이 

자체적으로 구배나 광학적 흐름과 같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직접 디자인한 것만큼

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Baccouche 등은 이러한 비효율성에 따른 문

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가공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진행

하여 보다 좋은 성능을 도출하였다[1]. 다만, 이 모델에

서 제시하는 성능은 인식결과들 사이의 시간적 연 관성

을 다시 순환 신경망의 일종인 장단기 기억 모델(Long 
Short-Term Memory; LSTM)을 이용해 학습 및 추론한 

결과로 일대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Karpathy 등은 보다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의 각 층별 커널 

사이즈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여 

보다 좋은 커널 사이즈의 조합을 도출하였다[10]. 커널 

사이즈 파라미터의 조합은 그 성질에 따라 단일프레임, 

그림 5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에서의 융합 성질에 따른 커널 

사이즈 조합 분류[10]

후반 융합, 전반 융합, 느린 융합의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5). 단일 프레임의 경우 일반적인 2차원 

컨볼루션 신경망과 같으며 시계열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세팅이다. 후반 융합의 경우 먼저 공간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상세한 패턴들을 찾은 후 마지막에 시간적 연관성을 모델링

하는 세팅이며, 전반 융합은 반대로 초기에 시간적 연관성을 

모델링하고 이후에 공간적 패턴을 찾는 세팅이다. 마지막으

로 느린 융합은 후반 융합과 전반 융합의 중간적인 세팅으로 

적절한 비율로 시공간적 패턴을 동시에 모델링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위의 네 가지 세팅 중 느린 융합이 

가장 성능이 좋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 무감독 학습 모델 

무감독 학습 모델은 레이블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대신 낮은 차원, 희소성, 직교성, 느린 변화 속도 

등 제한된 조건하에서 원래의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

는 표현(Representation)을 학습한다. 학습된 표현은 

데이터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게 되므로 유용한 특징으

로 사용된다. 학습된 특징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간단한 선형 분류 모델을 추가하여 레이블링된 

데이터에 대해 학습하고 테스트 성능을 비교하는 방

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4.1 얕은 특징 알고리즘 기반 모델 

독립 성분 분석(ICA), 독립 부분공간 분석(ISA), 느
린 특징 분석(SFA) 등의 모 델은 무감독 학습 기반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들은 

딥러닝과 대비되는 얕은(Shallow) 모델로 비디오 데이

터에 적용할 경우 차원이 높고 데이터의 구조가 복잡

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얕은 특징 모델을 컨볼루션 유닛과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깊은 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높은 성능

을 내는 모델들이 연구되고 있다. 
Le 등은 독립 부분공간 분석 모델과 컨볼루션 신경

망 모델을 결합하여 Stacked Convolutional ISA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17]. 고차원의 비디오 데이터 

공간 에서 부분공간을 찾는 문제는 학습을 통해 유용한 

특징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제안된 모델에서 이

러한 부분공간의 수가 원래의 비디오 데이터 차원 보

다 작고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

에, 학습된 부분공간은 중복 없이 소수의 유용한 특징

을 찾게 된다. 또한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과 유사하

게 각 특징을 데이터 시공간에 컨볼루션 연산을 취하

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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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독립 부분공간 분석(ISA) 모델

(b) Stacked Convolutional ISA 모델 

그림 6 독립 부분공간 분석 모델과, 이를 이용하여 구성된 

Stacked Convolutional ISA 모델 [17]

그림 7 DL-SFA 모델[29]

Sun 등은 Le 의 모델과 유사하지만, 독립 부분공간 

분석 대신 느린 특징 분석 (SFA)을 사용하여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모델인 DL-SFA(Deeply Learned SFA)를 제안

하였다[29]. 느린 특징 분석은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하

는 방법 중 하나로, 어떠한 데이터에서 보다 상위의 추상

적인 특징은 하위의 상세 특징에 비해 느리게 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걷고 있는 비디오

클립이 있을 때 각 픽셀 값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지

만, 팔을 흔드는 것이나 걷는 행위 자체와 같은 추상적인 

특징은 느린 속도로 변화한다. DL-SFA 모델은 이러한 

느린 특징 분석과 컨볼루션 연산을 데이터 시공간에 대

해 수행하여 유용한 특징들을 학습한다.

4.2 순환 신경망 기반 모델 

앞서 살펴보았던 대부분의 모델이 시계열적 연관성

을 컨볼루션의 형태로 모델링 했었던 반면, 이 장에서

는 보다 시계열적 연관성에 주목한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 모델에 대해 설명한

다. 이들 모델들 역시 무감독으로 특징을 학습하며, 
레이블을 예측하는 대신 다음 시간 스텝의 입력을 잘 

예측하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Ranzato 등에 의해 제안된 순환적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Recur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CNN) 
[22]은 공간적 차원들, 즉 이미지에 대해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고, 시간 축에 대해서는 순환적 신경망

을 사용한 모델이다. 이는 이미지에 대해 컨볼루션 신경

망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시간 축으로는 순환 신경망

을 사용하여 보다 오랜 시간 전의 데이터와의 연관성도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모델에서는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실수에 가까

운 픽셀 값을 이용하는 대신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으

로 이산화시킨 낮은 차원의 입력을 사용한다. 

그림 8 순환적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rCNN)[22]

그림 9 장단기 기억(LSTM) 기반 무감독 학습 모델[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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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vastava 등이 제안한 방법은 장단기 기억 (Long 
Short-Term Memory; LSTM) 순환신경망을 이용하는 

것이다[28]. 기존의 순환신경망은 오랜 시간 전의 데

이터와의 연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

나, 실제로는 신경망 층을 여러 번 통과함에 따라 기

울기 사라짐 (Gradient Vanishing), 또는 기울기 폭발 

(Gradient Explosion) 현상이 발생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장단기 기억은, 강제적으로 기울기 값을 유지하

도록 하는 CEC (Constant Error Carousel) 유닛을 두어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한 모델이며, 비교적 긴 시간의 연

관성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 Srivastava는 그

림 9과 같이 장단기 기억을 이용하여 무감독 학습을 

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바로 다음 스텝의 입력뿐

만 아니라, 이후 여러 스텝의 입력, 입력된 데이터 시

퀀스 자체2)까지 예측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유용한 특

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세-위치-행동 통합 인식 딥러닝 시스템 

이 장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2D 영상(깊
이 정보가 없는 RGB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자세, 위치 

및 행동을 분류하는 본 연구진의 연구를 소개한다[39]. 
이 연구는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ImageNet, KTH와 같은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레이블링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완화시키

기 위하여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했

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자세, 위치 그리고 행동 

인식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음에 주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5.1 데이터셋 확장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은 복잡한 만큼 학습을 위해 많

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감독 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 레이블 정보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

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레이블링에 드는 노력을 완화시키

기 위해 거실 환경 에서 직접 수집하고 레이블링한 적은 

양의 데이터에 조금씩 변형을 가해 새로운 데이터를 합

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같은 수의 데이터

를 직접 모으는 것에 비해 다양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

지만, 손쉽게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의 이미지에 다양한 조명 및 배경

을 합성하여 생성되었으며, 이 방법을 통해 학습 데이터

의 규모를 60배로 확장하였다(그림 10). 

2) 이는 Auto-Encoder 모델의 학습방식과 유사하다.

(a) 조명 합성 방법

(b) 배경 합성 방법

그림 10 합성을 통한 데이터셋 확장 방법

5.2 자세-위치 인식기 

자세를 인식하는 문제와 위치를 인식하는 문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영상 내 사람의 위치를 인

식한다면 해당 위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자세를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반대로 자세 인식 결과

가 헷갈리게 나온다면 위치 인식이 잘못되었을 가능

성이 있으므로 다시 위치 인식을 수행하는 등의 작업

을 통해 상호 인식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1 자세-위치 통합 인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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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 인식 모델을 제안 하였다(그림 11). 먼저 이미지가 

입력되면 자세 및 위치 인식기는 약한 예측(Weak Prediction)
을 수행하여 각각의 레이블을 예측한다. 위치 인식기로 

예측된 위치 정보는 이미지 내에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이므로, 모델에 해당 부분을 강조하

도록 하향식(Top-Down) 피드백을 주게 된다. 피드백을 반영

한 모델이 다시 자세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 방식은 

이미지내의 주변 배경을 무시하고 특정 영역에 집중함으로

써 자세 인식 성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5.3 자세-동작 인식기 

자세와 동작 사이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두 가지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게 되

면 인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기, 걷기 

등의 동작 클래스의 경우 손을 흔드는 등의 동작과는 

달리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세 인식을 통해 알아낸 서기, 앉기, 눕기 등의 

정보를 동작 인식기와 결합하면 보다 정확한 인식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앙상블 방법

을 사용하여 argmaxActionPPosePAction  
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 인식 결과를 개선한다. 

5.4 실험 및 결과 

데이터 합성을 통한 데이터셋 확장과 자세-위치 통합

인식기의 도입을 통한 성능 향상을 각각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실험 세팅에서 학습과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세팅에서는 데이터셋 확장과 통합인식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 하였고, 두 번째 세팅에서는 

확장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 번

째 세팅에서는 데이터셋 확장은 사용하지 않고, 인식 

모델을 통합인식기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세팅

에서 학습 후 테스트 정확도를 뽑은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데이터셋 확장 및 통합 인식 모델의 도입에 따른 성능

(테스트 정확도) 향상 

기본 세팅 데이터셋 확장 통합 인식 모델

정확도(%) 85.87±0.11 94.55±0.07 95.50±1.13

첫 번째 세팅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테스트 정확도는 

85.87%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 세팅에서 테스트 정확도는 

94.55%로, 데이터셋 확장 방법을 통해 약 9% 정 도의 

성능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세팅에서 테스트 

정확도는 95.50% 로, 데이터셋 확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

도 자세-위치 인식 결과의 유기적인 공유를 통해 약 10% 
정도의 높은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6. 딥러닝 모델의 성능 비교 

6.1 비디오 데이터셋 

이미지에서의 인식을 비롯한 다양한 컴퓨터 비젼 

문제가 활발히 연구되고 지속 적으로 개선되었던 배

경에는 방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다. 특히 딥러

닝과 같은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들은 데이터의 품질

과 규모에 따라 성능이 직접적으로 좌우되는 만큼 데

이터셋의 중요도가 높다. MNIST, CIFAR-10 등 간단

한 실험과 테스트에 용이한 데이터셋과 수백만 장 규

모의 자연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실제 응용문제를 대변

하는 ImageNet 데이터셋이 좋은 예이다. 반면 비디오의 

경우, 아직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부족한 편이다. 데이

터의 복잡도에 비례하게 데이터수가 많이 필요한데 

반해 ImageNet 데이터셋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셋은 

아직 구축된 바가 없고, 데이터의 종류도 사람의 동작

인식을 제외하면 전무한 수준이다. 다만 간단한 테스

트를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많은 논문에서 실험되고 비

교되는 데이터셋들을 소개한다. 

표 2 사람 행동 비디오 데이터셋 비교

데이터셋 공개년도 동작 종류 수 동작 당 클립 수

KTH 2004 6 10

Weizmann 2005 9 9

Hollywood 2008 8 30-140

UCF-Sports 2009 9 14-35

HMDB-51 2011 51 100-200

UCF-101 2012 101 100-150

KTH[24]와 Weizmann[3]은 가장 일찍 구축된 비디오 

데이터셋으로, 배경이 간단하고 데이터의 수가 많지는 

않으나 같은 클래스에 비교적 다양한 영상이 포함돼 있

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등장한 Hollywood 데이터셋

[16]은 할리우드의 다양한 영화에서 수집된 많은 수의 

비디오 클립으로 구성돼있으며, 특히 해당 클립이 어떤 

장면인지도 같이 레이블링 되어있어 장면인식 문제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UCF-Sports[23]는 스포츠 채널

에서 추출한 다양한 영상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 역
동적인 동작들이 많이 포함돼있으며 배경이 비교적 단순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후에 등장한 데이터셋은 동작의 종류 수가 많고 각 

동작 당 클립 수도 많아서 보다 실제 문제에 가까운 것들

로, 최근 등장한 딥러닝 알고리즘들의 성능 비교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HMDB51[14]는 YouTube, 영화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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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TH 데이터셋 [24]

(b) UCF-101 데이터셋 [27]

그림 12 비디오 데이터셋의 예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배경과 인물이 다양

하다. UCF-101[27]의 경우 동작의 종류가 101 가지로 

가장 많으며, 5 가지의 큰 범주로 나뉘어 있어 가장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한다. 또한, 각 동작 종류별

데이터 수도 많아 딥러닝 모델 학습에 특히 적합하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셋들은 표 2에 연도별, 규모별

로 정리되어있다. 다음 장에서 이들 데이터셋에 대해, 
위의 3, 4장에서 소개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6.2 성능 비교 

위의 3, 4 장에서 설명된 모델들 중 인식 성능이 제공되

는 모델들을 뽑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는 크게 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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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딥러닝 모델 별 성능 비교 (수치는 분류 정확도(%), Hollywood의 경우 Mean AP)

KTH Hollywood UCF-Sports UCF-101

Harris3D+HOG/HOF [35] 91.8 45.2 78.1

Cuboids+HOG3D [35] 90.0 45.7 82.9

Handwired Feature + 3D ConvNet [9] 90.2

3D ConvNet + LSTM [1] 94.4

Slow-Fusion 3D ConvNet [10] 41.3

Stacked Convolutional ISA [17] 91.4 53.3 86.5

DL-SFA [29] 93.1 48.1 86.6

Unsupervised LSTM [28] 75.8

의 모델의 성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두 행은 사람이 

직접 설계한 기존의 특징 추출 방법들의 성능 결과이고, 
다음 세 행은 3 장에서 설명된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들의 성능 결과이다. 그 다음의 두 행은 얕은 특징 

기반 무감독 학습 모델, 마지막 행은 순환신경망 기반 

무감독 학습 모델의 성능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먼저 KTH 데이터셋의 성능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

존의 특징 추출 방법 대비 딥러닝 기반 특징 추출 방

법이 약간의 우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Hollywood 및 UCF-Sports 데이터에서는 딥러닝 모델

의 성능 우위가 보다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들 데이터

셋이 KTH 데이터셋에 비해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포

함하고 있는 것 때문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KTH 데
이터셋은 일정한 배경에서 촬영된 반면, Hollywood 
및 UCF-Sports 데이터셋은 배경과 동작의 종류가 비

교적 다양하다. 이 경우 사람이 설계한 특징들만으로

는 모델링할 수 없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있을 가능성

이 크므로 학습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이 우위를 나

타내는 것이 설명된다. 
UCF-101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에서 학습된 특징에 비해 장단

기 기억 모델에서 학습된 특징이 훨씬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장단기 기억 모델이 보다 긴 시간 

차이의 시계열 연관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놀라운 결과인

데, 일반적으로 감독학습이 무감독학습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것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

문이다. 비교하는 두 모델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

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결과는 무감독

학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감독 학습 모델이 감독 

학습 모델에 비해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레
이블링 되어있지 않은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높은 성능을 추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7.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딥러닝 기반 비디오 특징 학

습 모델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모델은 크게 3차원 컨

볼루션 신경망 기반 감독 학습 모델과 무감독 학습 

기반 모델로 나뉘며, 무감독 모델은 다시 얕은 특징 

추출 알고리즘기반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과, 순환적 

신경망 모델로 나뉜다. 벤치마크 데이터를 통한 성능 

비교에서 딥러닝 모델을 통해 학습한 특징이 기존의 

사람이 디자인한 특징에 비해 우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UCF-101과 같이 최근 구축

된 대규모 데이터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감독 학습 모델이 감독 학습 모델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는 것을 통해, 무감

독 학습 모델들의 가능성을 예측 해볼 수 있다. 특히 

동영상 데이터의 경우 대규모의 레이블링 작업이 어

려운 만큼 무감독 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

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시각 자극을 학습하는 형태가 무감독 비디오 학습이

므로 앞으로의 활발한 연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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