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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지능(AI) 응용 및 엣지 컴퓨터(Edge-Com-

puting) 기술은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서비스의 효

과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HAR(Human

Action Recognition) 기술은 기존 지능형 감시체계

의 이상 행동 감지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미디어

의 발전으로 스포츠 경기 분석, 수아 인식, 가정용 

헬스케어 시스템, 메타버스 등 사용자 행동 인식 환

경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많은 HAR 연구 분야

에서 광학 흐름과 더불어 스켈레톤(Skeleton) 벡터

를 이용한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방식의 전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처리 과정은 

HAR 모델의 높은 정확도를 보장해 주고 있다[1]. 스

켈레톤 벡터를 이용한 전처리 방식은 객체 탐지 과정

을 거쳐 학습 단계에서 배경의 특징을 최소화하는 

이에 달리기, 앉기 등 넓은 범주로 정의가 가능한 행

동 인식에서는 분류에 사용된다. 하지만, 배경 및 기

타 상호작용, 데이터의 종류 및 크기와 같이 외적 요

소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실험 

환경에서는 학습에 대해 다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폭행에서의 흉기에 따라 폭행의 자세가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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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담의 모양에 따라 칩입(월담)의 행동 형태가 달라

진다. 또한, 육상과 구기 종목의 드리블과 같이 외적 

요소에 따라 분류의 특성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세부

적인 행동 범주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GB 동영상 데이터 기반의 End-

to-End 학습으로 행동 인식 및 이상 행동에 대한 분

류 방법을 제시하고 배경 및 물체의 특징들을 분석하

기 위한 AI 기반 학습을 진행하여 실시간 송출 서비

스 및 기존의 자동화 감시 시스템의 이상 행동 감지

와 더불어 다양한 환경의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 가능

한 딥러닝 기반 행동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적용된 

모델은 비디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간적 특징 학

습이 가능한 Slowfast[2]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하였

고 사람의 행동 중심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오픈 

데이터 세트(HMDB-51, UCF-101)를 사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HAR 및 비디오 분류 모델 및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행

동 인식 시스템 구조와 적용된 딥러닝 모델 구조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방법과 그 결과를 보여주

며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딥러닝을 이용하여 스켈레톤 벡터를 추출하는 

OpenPose[3], AlphaPose[4]와 같은 오픈 라이브러

리들이 발전함에 따라 스켈레톤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인식 및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RGB 영상을 기반으로 Open

Pose를 통해 스켈레톤 정보를 추출하고 연속되는 프

레임을 Recurrent Neural Network(RNN)을 통해 학

습 후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5]을 제안하였다. 동작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3차원 좌표계에서 스켈레톤 

정보를 추출한 후 XY, XZ, YZ 좌표로 분리하고 인접

한 관절 사이를 매핑하는 전처리 방법을 제안했으며

[6] 이는 DCNN을 통해 동작을 분류하였다. [7]의 연

구에서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인식을 위

해 AlphaPose와 LSTM을 연결한 모델을 제안했으

며 물건 옮기기, 쓰러지기, 걷기, 물건 들기, 서있기,

누워있기로 이루어진 6개의 행동을 분류할 수 있음

을 보였다. [8]은 스켈레톤 분석을 이용하여 인간 객

체를 탐지하고 분할(segmentation)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스켈레톤 정보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자세를 인식하고 교정하

는 pose trainer 모델[9]을 제안하였으며, 스켈레톤 

관절 위치를 이용하여 각 관절에 대한 토크 값을 구

한 후 모션을 분석하는 실험[10]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상 감지 시스템에서 정상 패턴과 불규칙 패턴을 

구분하기 위해 스켈레톤 데이터를 기반으로 MPED-

RNN(Message-Passing Encoder-Decoder Recur-

rent Network)을 통해 정상 행동의 규칙을 학습하여 

이상 행동을 감지하였다[11]. [12]에서는 자동화된 

영상 감시 시스템을 위해 스켈레톤 벡터를 추출하여 

two-stream LSTM 기반으로 이상 행동을 탐지 및 

분류하고 이후 사람-사람, 사람-사물 등의 관계에 

대한 특징을 스파스 코딩(sparse coding) 기반으로 

특징들을 매핑하였다. OpenPose, AlphaPose와 같은 

오픈 라이브러리 이외에도 CTR-GCN[13], PoseC3D

[14]와 같이 스켈레톤 벡터를 추출하여 성능을 개선 

시키는 HAR 기반 연구가 진행 중이다.

스켈레톤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RGB 데이터 기반

으로 한 HAR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wo-

stream network[15]는 두 개의 경로로 이루어진 네

트워크로 공간적 특징은 단일 RGB 프레임에서 학습

하고 시간적 특징은 다중 프레임의 광학 흐름(Opti-

cal Flow)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16]에서는 비디오 

데이터에서 RGB 영상과 광학 흐름을 나열한 다중 

프레임에서 2D-CNN의 한 차원을 확장 시킨 3D-

CNN을 통해 연속된 프레임에서 시공간적 특징에 대

해 학습이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C3D[17]는 특

징 추출 전처리 없이 깊은 층을 가진 3D-ConvNet을 

통해 시공간 특징을 학습한 후 비디오 분류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3D-Conv 커널 크기를 제

안하였다. [18]에서는 C3D모델을 이용하여 CCTV

환경에서 이상 행동을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CCTV의 자동화를 위해 3D-ConvNet과 RNN을 

결합하여 정상적인 패턴 학습을 통해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AI 자동화 시스템[19]을 제안하였다. C3D

이후 RGB 기반 HAR 연구에서는 Kinetics data-

set[20], AVA dataset[21]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세

트를 처리하기 위한 성능개선 모델들이 나타났다.

I3D(Two-Stream Inflated 3D ConvNet)[22]는 Two-

stream Network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2D-ConvNe

을 기반으로 학습하던 방법을 3D-ConvNet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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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키는 방법으로 제안되었고, R3D[23]는 기존 

ResNet의 구조에 3D-ConvNet을 접목하여 학습 시

간이 긴 기존의 C3D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식 

성능을 높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Slowfast는 

R3D모델과 Two-stream Network의 구조를 결합한 

형태로 시공간적 특징을 두 개의 3D-ResNet 구조의 

경로를 통해 학습하여 R3D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가진

다. Slowfast 이후에도 ACAR[24]은 context feature

와 Actor feature를 입력받아 행동 인식에 더하여 행

위자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제안

되었고, ViViT[25], MViT[26]에서는 Vision Trans-

former 계열의 모델을 동영상 데이터를 적용하는 네

트워크 구조를 제안하였다.

3. 동영상 기반 행동 인식 시스템

3.1 행동 인식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기반의 딥러닝 모델 적용을 

위해 Fig. 1과 같은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이상 

행동 검출 시스템[27]은 보통 CCTV에서 실시간으

로 이상 행동을 검출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

어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CCTV 카메라가 탑재된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행동 인식을 시도하며 

인식된 행동에 따라 이상 행동 여부를 판단하는 단일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다. 특히, 엣지 컴퓨팅은 서버

가 수행하던 동작을 엣지에 위치한 컴퓨팅 및 카메라 

개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개념[28]으로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도 딥러닝 경량화를 사용한 유동적 적용이 

가능하며, 추론을 위한 서버를 분리하지 않아도 데이

터 전송 및 처리를 간편화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 

구조에서는 학습모델 업데이트를 위한 학습 서버를 

따로 두어 다중 사용자 또는 엣지 컴퓨팅 카메라로부

터 처리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학습하여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3.2 Slowfast 모델 구조

제안된 시스템 구조에 AI 기반 딥러닝 모델을 적

용하기 위해서 특징 추출 과정 없이 비디오 분류가 

가능한 Slowfast 모델을 사용한다. Slowfast는 사람

의 시각 세포 구조를 모방한 네트워크로 공간적 정보 

처리에 민감한 P세포의 구조를 갖는 slow pathway

와 시간적 변화의 처리에 민감한 M세포의 구조를 

갖는 fast pathway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4개의 프

레임을 사용하며 각각의 경로마다 학습에 이용되는 

프레임의 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 Fig. 2와 같이 

slow pathway에는 64개의 프레임 중 약 4～8개의 

프레임을 사용하며 fast pathway에는 64개의 프레임 

중 약 32개의 프레임을 사용한다.

3.3 행동 인식을 위한 시공간적 특징 학습 방법

시공간적 특징 학습을 위해 분리된 두 개의 경로

는 3D-ResN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3D-

ConvNet을 사용한 연속된 프레임 기반 시계열 데이

터 학습이 가능하다. R3D와 같이 slow pathway만 

사용한 slow-only 모델의 경우 학습 프레임 밀도를 

높이면 인식 속도가 느리고 밀도를 낮추면 시간적 

특징에 대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두 개의 경로를 

Fig. 1. System architecture overview for actio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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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공간적 특징 학습에 특화된 slow pathway는 

적은 수의 프레임을 가지는 대신 많은 수의 채널을 

가지며, 시간적 특징 학습에 특화된 fast pathway는 

많은 수의 프레임을 가지는 대신 공간적 특징이 취약

하다. 따라서 늘어난 프레임 수에 따른 학습 시간을 

줄이고자 일반적으로 slow pathway에 비해 적은 수

의 채널을 가져야 하고 서로 다른 특징을 학습한 두 

개의 경로는 fast pathway에서 slow pathway에 단

방향 연결(lateral connection)을 통해 학습한 정보가 

전달된다. 최종적으로 concat block을 통해 시공간적 

특징을 결합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되며, 이는 Fig.

3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Lateral connection은 각각의 경로가 서로 다른 수

의 프레임을 학습하여 서로 다른 출력을 가지는 기능

을 담당하며 fast pathway의 출력층을 일부 변환하

여 slow pathway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2]에서

는 lateral connection 방법으로 time-to-channel,

time-strided sampling 그리고 time-strided con-

volution 3가지를 제시하였다. Time-to-channel은 

fast pathway의 출력에서 시간 차원의 프레임을 채

널로 변경하는 방법이며 time-strided sampling은 

출력층을 일정 단위마다 사용하여 fast pathway의 

출력 크기를 slow pathway의 크기에 맞추는 방법이

다. Time-strided convolution은 3가지 제시된 방법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방법으로 fast pathway의 

출력에 일정 단위의 보폭(stride)을 가진 3D con-

volution을 사용하여 Fig. 4와 같은 출력층의 크기를 

맞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 세트

모델의 HAR에 대한 성능 분석 및 실험을 위해 

사람의 행동 중심의 비디오 데이터로 형성되어 있는 

Fig. 2. Slowfast network architecture.

Fig. 3. Slowfast pathway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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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B-51과 UCF-101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HAR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Kinetics 데이터 

세트[20]와 AVA 데이터 세트[21]의 경우에는 대규

모 용량의 데이터 세트로 구성되어 일반 환경에서 사

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HMDB-

51[29]은 7000개의 영상을 가지며 51개의 행동 클래

스로 일반적인 행동, 물체 조작, 신체활동, 인간-물체 

상호작용, 인간-인간 상호작용과 같은 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UCF-101[30]은 13320개의 영상을 

가지며 101개의 클래스로 구성된다. 각각의 클래스

는 신체활동, 인상-물체 상호작용, 인간-인간 상호작

용, 악기연주, 스포츠의 5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두 

데이터 세트는 모두 각각의 행동들에 대해 여러 각도 

및 다른 배경을 가지며 영상들은 모두 2D RGB 영상

이다. 영상의 길이는 약 3～7초 사이이며 각 1개의 영

상마다 64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1개의 데이터를 만

들었다. 이후 두 데이터 세트 모두 학습데이터와 평

가데이터를 8:2의 비율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실험 환경

실험에는 Ubuntu 18.04 운영체제에서 Python

3.9.12 버전과 Pytorch 1.11.0 버전에서 진행하였으며 

하드웨어 환경은 Ryzen Threadripper 3960X 24-

Core Processor(CPU)와 32GB RAM 및 NVIDIA

GeForce RTX 3090 24GB(GPU)에서 진행하였다.

4.3 모델 성능 및 실험 결과

모델의 성능 테스트 및 시간적 특징 학습 확인 및 

외적 요소를 포함한 학습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입력 데이터

의 크기는 224×224로 고정했으며 파라미터를 각각 

다르게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16 모델은 64개의 

프레임 증 slow pathway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이 4

개이며 fast pathway에서는 32개의 프레임을 사용한

다. 8×8 모델은 slow pathway에서 8개, fast path-

way에서는 32개를 사용한다. 실험의 결과는 Table.

1와 같으며 정확도 측정 수치인 Top-1 acc는 모델이 

예측한 상위 1개의 클래스가 실제 라벨링한 값과 일

치하였을 때 성공한 것을 의미하며, Top-5 acc는 모

델이 예측한 상위 5개의 클래스에 실제 라벨링한 값

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측에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아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습 결과는 두 데

이터 세트 모두 [slowfast 8×8 Res50] 모델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모델의 성능 및 학습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데이터 추출 방식을 달리하여 UCF-101 데이터의 수

를 증강했다. 각 1개의 영상에서 64개의 프레임 데이

터 1개를 추출하던 이전 방식에서 각 1개의 영상을 

64개의 프레임마다 편집하여 데이터 수를 증강하였

다. 기존의 13320개의 데이터에서 26569개의 데이터

로 증강하였으며 실험을 위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slowfast 8×8 Res50] 모델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Fig. 4. Time-strided convolution in later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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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와 같다. 데이터 수를 증강함으로써 Top-1 acc

가 76.23%에서 약 24% 향상된 90.46%를 보였으며 

Top-5 acc는 약 4% 향상된 97.85%의 정확도를 보였

다.

Slowfast 모델의 fast pathway에 의한 시간적 특

징 처리 확인 및 성능 비교를 위해 Slowfast 모델과 

fast pathway를 제외한 Slow-only 모델을 비교하였

다. UCF-101 데이터 세트 중 임의의 12개의 클래스

를 선정하여 축소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모델은 [slowfast 8×8 Res50]을 기반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slow-only 모델의 

학습에 프레임은 8장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Slowfast 모델이 slow-only 모델에 비하여 Top-1

acc에서 약 3%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Top-5

acc에서는 약 2%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모델의 시간적 특징 학습 성능 확인 및 RGB 데이

터 기반으로 외적 요소를 포함한 학습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UCF-101 데이터 세트로 

학습된 slowfast 8×8 Res50 모델을 통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 7은 실험을 위한 모델의 예측 구조이며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slowfast neural network.

Dataset Model Top-1 acc Top-5 acc

HMDB-51 slowfast 4×16 Res50 40.55 74.76

HMDB-51 slowfast 4×16 Res101 41.64 76.20

HMDB-51 slowfast 8×8 Res50 44.21 77.37

HMDB-51 slowfast 8×8 Res101 38.46 75.24

UCF-101 slowfast 4×16 Res50 73.44 94.38

UCF-101 slowfast 4×16 Res101 69.05 92.36

UCF-101 slowfast 8×8 Res50 77.08 95.93

UCF-101 slowfast 8×8 Res101 63.97 89.93

UCF-101(12) slowfast 8×8 Res50 76.89 97.94

UCF-101(12) slow-only Res50 73.88 95.94

UCF-101 augmentation slowfast 8×8 Res50 90.46 97.85

Fig. 5. Data augmentation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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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예측은 16프레임의 버퍼 사이즈와 queue 형식

의 학습데이터에는 64개의 프레임으로 설정하였고 

버퍼와 프레임이 각각 모일 때마다 클래스 예측을 

진행하였다.

모델의 시간적 특징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실

험에서는 UCF-101의 HandStandWalking 클래스와 

HandStandPushup을 사용하였다. 두 개의 클래스는 

정지 이미지로 확인했을 때 두 클래스 모두 물구나무

를 서 있는 자세로만 유지되어 구분이 어렵지만, 비

디오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HandStandWalking의 

경우 물구나무를 선 채로 걷고, HandStandPushup의 

경우 제자리에서 팔굽혀 펴기를 하는 동작으로 두 

동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에 학습된 모델

을 통해 두 클래스의 실제 예측 결과 비교를 통해 

모델이 시간적 특징을 포함하여 행동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추출과정이 없는 RGB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

밀한 행동 분류가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신체의 

움직임이 비슷한 클래스에 대해 예측 결과를 비교하

였다. 사용한 클래스는 UCF-101의 Punch, Boxing

Punching Bag, Boxing Speed Bag로 같은 punch 범

주의 클래스지만 상호작용하는 외적 요소에 의해 3

개의 클래스로 구분되어 있다. Punch의 경우 사람 

대 사람으로 상호작용하며 특히 Boxing Punching

Bag, Boxing Speed Bag의 경우 한 사람이 두 클래스 

모두 물체에 punch를 날리지만 물체의 모양이 다르

기에 다른 클래스로 분류된다. 실험 결과는 Fig. 9와 

같으며 학습된 모델을 통한 행동 예측이 3개의 클래

스에 대해 분류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상 행동 인식과 더불어 행동 인

식의 다양한 환경의 서비스 적용을 위해 HAR의 실

Fig. 6. Slow-only and Slowfast experimental results.

Fig. 7. Process of action prediction for train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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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성을 높이고 신체의 움직임 외의 외적 요소를 

포함한 학습을 진행하였고 인식된 행동을 보다 정밀

하게 분류하여 이상 행동을 감지하기 위해 RGB 동

영상 데이터 기반의 End-to-End 학습이 가능한 시

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딥러닝 모델의 성능

을 분석하였다. 이상 행동을 분류를 위한 학습모델은 

Slowfast 모델을 사용했으며 사람 행동 중심 데이터 

세트인 HMDB-51과 UCF-101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데이터 크기(4×16, 8×8)를 구

분하여 보다 다양한 경우의 수의 예측 정확도를 고려

하였다. 실험 결과는 모델 특징 추출을 위한 전처리 

과정 없이도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 행동 분류가 가능

하였고, 전체 이상 행동 예측 및 추론 시간 또한 4초 

이내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UCF-101 데이터 세트의 punch 범주를 가진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분류된 결과를 통해 배경과 

같은 외적 요소의 특징을 학습하여 더 자세한 행동 

분류 성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정적 이미지의 구분

이 힘든 동작도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시간적 특징에 대해서도 모델학습이 잘 이뤄지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는 ACAR[24]에서 제안한 구조를 참고

하여 Detection 모델과 사람의 행동 및 주변 물체에 

대해 라벨링 방법을 결합하여 행동과 외적 요소를 

먼저 분할 한 후, 두 방법의 상호작용과 관계성을 학

습할 수 있는 딥러닝 최적화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

다. 이는 분할을 통해 각각의 행동의 특징을 넓은 범

주(달리기, 뛰기)의 분류와 정밀한(육상, 드리블) 범

주의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더불어 이상 행동 인식 

및 분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광학 흐름과 스켈레톤 

Fig. 8. Experimental result using temporal feature.

Fig. 9. Experimental result using background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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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방식과의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실제 제한

된 응용 시스템 환경에 보다 적합한 이상 행동 분류 

예측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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