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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에서 동체의 행위인지를 위한 효율적

학습 단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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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icient Learning Units for

Behavior-Recognition of People in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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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havior of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system is recognized by analyzing the pattern of the object

of interest by using the frame information of video inputted from the camera and analyzes the behavior.

Detection of object’s certain behaviors in the crowd has become a critical problem because in the event

of terror strikes. Recognition of object’s certain behaviors is an important but difficult problem in the

area of computer vision. As the realization of big data utilizing machine learning, data mining techniques,

the amount of video through the CCTV, Smart-phone and Drone’s video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ple-sliding window method to recognize the cumulative change as one

piece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recogni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d the

method was robust and efficient learning units in the classification of certai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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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민간영역, 공공영역 할 것 없이 감시카메라

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

한 객체의 행동 인지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동선 확보 등 추적이 쉽기 때문

에 개인적, 사회적 대처방안으로 예방 목적으로 설치

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1]. 행정자치부조사에 따

르면 지자체 감시카메라는 총 12만 5608대이며 이 

중 절반이상인 9만 411대가 방범용으로 운용되고 있

다[2]. 이처럼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육안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에

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지능형 감시시스템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만큼 큰 이슈이다[3,4].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영상처리와 패턴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기

계학습을 통한 자동화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집

된 많은 양의 영상데이터는 학습을 통해 영상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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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의 범위를 넘어 의미 있는 정보와 내용분석

을 통한 더욱 발전된 기능을 제공한다[5,6].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에서 행동인식은 카메라

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관심객체의 

위치와 패턴을 분석하여 행위에 따른 행동을 분석한

다. 이와 같은 행동인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입력되는 영상에서 관심 영역의 객체를 감지하고 추

적하는 전처리과정과 객체의 행동을 모델링하고 학

습에 필요한 특징정보를 얻는 행위모델링, 추출한 특

징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벤트를 예측하고 최

종적으로 행동을 인식하게 된다[7]. 행위를 인지하기 

위해 키넥트와 같은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일반 

카메라에서 인체를 부위별로 찾아 뼈대를 구성해 인

지하는 방법이 있었다. 기존의 뼈대기반의 방법은 신

체의 각 부위 움직임으로부터 다양한 행위를 정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군중이 많은 영상에서 

분석이 어렵고 연산 요구량이 증가한다[8]. 따라서 

객체의 형태나 위치, 이동궤적 등의 간단한 특징으로 

행위를 인지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9,10]. 대부분의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기계학습 

방식의 행위분류는 행위전체를 하나의 단위행위로 

보고 학습하는 기법으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는 객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모델링하므로 간단하

고 연산량이 적어 주어진 자원 활용에 효율적이다

[11].

본 논문에서는 행위 인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누적된 변화량을 하나의 정보로 인식하는 멀티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제안한다. 행위를 분류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한 특징정보

를 추출하였다. 행위 시퀀스에 대한 효율적 학습 방

법으로 객체의 특정행위에 대응하는 특징정보는 객

체 이동 궤적이 존재하는 프레임 시작부터 종료시점

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구성한다. 프레임율이 높은 경

우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획득하게 되며 이는 

행위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소로 존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

의 전처리과정과 특징추출, 행위인식 모델에 대해 기

존 연구와 비교한 관련연구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전처리과정을 통해 얻은 행위시퀀스에서 효율적인 

학습단위와 오류보정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단

위움직임에 따른 행위분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실험결과에 따른 결론 및 향후 

진행할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움직이는 객체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객체검출 및 

추적은 전처리과정으로 기본이 되는 과정이다. 영상

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차분영상

을 이용하거나 신체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영상에서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여 객체를 찾아내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크기나 형태의 변화 등을 

이용해 특징정보로 사용한다[12]. 관심영역 내에 존

재하는 객체는 움직임, 위치, 실루엣, 크기 정보 등을 

가지며 모델링 과정에서 객체의 크기나 위치정보는 

카메라의 설치 위치나 각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므

로 이동하는 객체를 나타내는 크기, 위지정보를 매 

프레임마다 지속해서 갱신해야한다.

기존 연구에서 S.Velastin과 N.Bird[13,14]는 화소 

단위의 처리와 움직이는 객체의 정보를 결합한 방법

으로 배경 영상에서 객체를 찾아낼 때 가장 많이 쓰

이는 가우시안 혼합모델(Gaussian Mixture Model)

을 사용하여 배경영상과 분리된 객체에 대한 움직임 

화소 정보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동하는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단계에서 객체의 수가 많은 경우 

겹침이나 잡음 등으로 움직임 위치가 변화되어 다소 

부정확한 객체 검출 결과를 갖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P.Spagnolo[15]는 사라진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

서 연속되는 프레임의 평균을 이용하여 배경을 생성

하였다. 하지만 배경을 생성한 이후 지속해서 갱신을 

하지 않아 물체 또는 객체를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이 

어렵고 에지결과에만 의존하여 복잡한 환경에서 부

정확한 결과를 가진다.

E.Yu와 A.Singh[16,17,18]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찾기 위해 실루엣으로부터 뼈대에 기반을 둔 행위로 

객체의 행위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미리 정의된 행

위 및 행동의 집합을 이용하여 손동작이나 몸짓을 

이용한 여러 가지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객체의 수가 많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연산량이 

많아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영상에서 객체의 행위는 크게 정상적인 행위와 비

정상적인 행위로 구분된다. 정상행위는 일반적인 보

행자를 의미하고 비정상 행위는 배회, 실신, 월담 등

이 있으며 개인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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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ous cases of behavior recognition algorithms

Algorithms Used feature information Targeted behavior

S.Valastin[13] Position, Moving, Edge, Silhouette of object Loitering, Abandoned object

N.Bird[14] Size, Silhouette, Color of clothes Loitering

P.Spagnolo[15] Moving, Haar like feature Lost and Abandoned object

E.Yu[16] Silhouette Jump over wall

A.Singh[17][18] Position, Silhouette, Background Abandoned object

Table 2. Various cases of loitering behavior recognition algorithms

Algorithms Used feature information Targeted behavior

Lee[19] Block-based trajectory of object Loitering

Thi Thi Zin[20] Markov random walk model Loitering

Huang[21] Bayesian tracking, List table of visitors Loitering

Park[22] Remove Silhouette, Camera calibration Loitering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특징정보는 객체의 무게중심,

이동궤적, 실루엣, 크기 정보 등으로 표현된다. 각각 

정의된 데이터는 영상에서 객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미리 정해둔 패턴으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비정

상적인 행위의 판단은 움직이는 객체 검출 이후 지속

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원하는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Table 1은 객체의 특정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행위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의 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주변을 목적이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감지는 행위

시퀀스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Table

2는 특정행위를 검출하기 위해서 특정영역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머무르는 객체의 배회행위를 검출하기 

위한 연구를 보여준다. Lee[19]는 영상에서 객체가 

동일한 영역에 궤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배회행

위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영상을 특정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 이동 궤

적을 관찰하는 블록기반의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Thi Thi Zin[20]은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여 얻어진 

객체의 궤적정보를 토대로 외형 모델 특징과 움직임 

모델 특징을 추출하여 배회행위를 검출하였다. Huang

[21]은 베이지안(Bayesian) 추적기를 이용하여 움직

이는 객체를 추적한 후 영상에 등장하는 객체들의 

방문기록을 테이블로 구성한 LV(List of Visitors)을 

통하여 배회행위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이러한 방법은 영상에서 2차원 궤적으로 분석하

는 방법을 사용한 반면 Park[22]은 움직이는 객체의 

실루엣을 이용하여 그림자를 제거하고 카메라 캘리

브레이션(calibration)을 이용하여 3차원 궤적분석을 

통해 배회행위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감시영상에서 불특정한 규칙으로 이동하는 객체

를 검출하는 것은 다른 이상행위와 다르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 일상생활에

서 일어나는 불특정행위에서 배회의 사전적 의미는 

‘어슬렁거리며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명확한 패턴의 규칙과 규정을 

내릴 수 없어 알 수 없는 객체의 행위를 판단하는 

연구는 범죄 예방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배회행위를 인지

하기 위해 불특정 패턴 규칙을 가진 영상을 학습 및 

실험데이터로 사용하였다.

3. 영상프레임 특징정보추출
3.1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단위 움직임 정보를 정의하고 학습

하기 위해서 다중으로 구성된 SVM 기반의 행위인

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ig. 1은 행위인지 시스템

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입력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하기 위해서 

배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배경과 전경을 분리한 

객체를 검출한다. 검출된 객체의 이동궤적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움직임 정보는 이전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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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for behavior recognition algorithm.

Fig. 2. Feature information between previous frame and 
current frame.

과 현재프레임 사이의 이동변화량인 객체의 중심점 

x, y변화량을 이용한다. 두 특징정보를 생성한 후 프

레임에 따른 특징벡터를 생성하였다. 움직이는 객체

의 이동궤적을 단위 움직임으로 보고 대표적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인 SVM을 이용하여 임의의 특정패턴

행위를 학습하여 분류하였다.

3.2 객체 검출을 위한 전처리와 특징정보

객체를 검출하기 위해서 배경과 움직이는 객체의 

검출은 Bobick과 Davis[23]가 제안한 모델링된 배경 

프레임과 영상에서 현재프레임의 차분 방법을 참고

하고 평균 배경 모델을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배경과 

전경 분리 알고리즘으로 객체를 검출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차분 영상은 배경과 객체로 분리된 영상이며 입력 

영상에서 전체 화소를 계산하여 R,G,B 세 결과가 특

정 임계값 사이에 있다면 화소를 0으로 그렇지 않으

면 255으로 한다. 하지만 객체를 추출한 영상에서 미

세영역을 객체로 인식하거나 소금과 후추 잡음이 생

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폴로지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영역과 잡음을 제거한 후 배경과 객체를 분리한 

영상 Background(i,j)를 얻었다.

     
 

(1)

움직이는 객체의 추적을 위해서 객체의 윤곽선정

보를 이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객체의 이동정보,

크기비율, 중심점의 변화량 등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객체의 단위움직임 정보로 중심점을 

이용하였다. 객체가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특징으로 하기 위해서 Fig. 2와 같이 객체가 움직이

는 변화량을 이용한다. 객체의 중심점 Gx와 Gy는 다

음 식 (2)와 같이 구하며 n은 객체의 화소(pixel), x,

y는 i번째 화소의 위치를 나타낸다.

 
  






   

  






(2)

x, y위치의 중심점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의 차이 값, CondGx와 CondGy

를 특징정보로 이용하여 다음 식(3)과 같이 구한다.

   
    (3)

3.3 슬라이딩윈도우에 따른 프레임분할

입력영상에서 중심점의 이동변화를 특징으로 추

출하기 위해서 1초에 동일한 크기의 프레임으로 추

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영상에서는 객체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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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The proposed method using multi sliding window. (a) Frame sequence, (b) Ex. When the window size is 
2, (c) Ex. When the window size is 4.

임에 따른 중심점의 이동 변화량이 많아 방해요소가 

포함된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프레임 시퀀

스에서 멀티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적용하였다. 누

적된 변화량 특징정보를 각각 여러 개의 프레임의 

특징정보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고 누적합의 평균

으로 나타내었다. Fig. 3은 행위패턴을 가진 일련의 

행위시퀀스에서 분할된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프레임을 하나로 샘플링 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w|는 윈도우의 크기를 나타내며 누적평균

값 ∆ ∆은 다음 식 (4)와 같다.

∆ 




  ∆
∆ 




  ∆
(4)

멀티 슬라이딩 윈도우는 윈도우의 크기만큼 이동

하며 누적된 특징정보의 평균으로 하나의 프레임으

로 본다. 영상에서 30fps 행동프레임은 특징에서 객

체가 30프레임(1초)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비현실

적이며 같은 값이 연속되거나 잡음이 생기므로 불필

요하다. 이는 분류를 위한 학습시간과 인식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시퀀스를 분할

하고 샘플링한 특징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에 사용

하고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윈도우 크기를 찾는다.

4. 실험 및 결과
본 실험은 Intel(R) Core(TM) i5-4330 CPU @3.00

GHz의 PC와 Windows 10 Home의 64비트 운영체제

에서 수행했으며 사용된 프로그래밍언어는 Visual

Studio2013 C++(MFC)을 기반으로 OpenCV2.4.11버

전과 LibSVM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현실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다중 SVM 분류기의 

학습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10 fold-cross

validation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샘플데이터를 10개

의 부분집합으로 학습시키고 나머지 한 개의 부분집

합으로 학습된 분류기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한편,

실험을 위해 움직이는 객체의 중심점 이동 변화량을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패턴을 갖는 시퀀스를 윈도우 

크기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실험하였다.

4.1 실험에 사용된 단위 움직임 정의

본 실험에서는 행위를 인지하기 위해 단위 움직임

을 학습하고 정의한다. 실험에 설정된 단위 움직임은 

배회행위로 미리 가정하였다. 배회행위는 Table 3과 

같은 형태를 가지는 영상으로 설정하였다. B1, B2, B3

각각의 행위영상은 300개로 총 900개의 영상을 실험

에 사용하였다.

4.2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

실험을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를 3, 5, 7, 9,

10, 11, 13, 15, 20, 30으로 분할하여 샘플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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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set of loitering behavior

Behavior Pattern of Actions
The number of

input video

B1 300

B2 300

B3 300

Table 4. Result of loitering B1 according to sliding window size

Behavior Size of Sliding Window(|w|)

data |w|=3 |w|=5 |w|=7 |w|=9 |w|=10 |w|=11 |w|=13 |w|=15 |w|=20 |w|=30

1 86.67 86.67 90.00 90.00 90.00 90.00 90.00 86.67 86.67 80.00

2 86.67 86.67 90.00 90.00 90.00 90.00 90.00 86.67 86.67 83.33

3 86.67 83.33 86.67 90.00 90.00 90.00 90.00 86.67 83.33 76.67

4 83.33 86.67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83.33 63.33

5 83.33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73.33

6 83.33 83.33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90.00 73.33

7 83.33 83.33 86.67 86.67 86.67 86.67 86.67 90.00 86.67 70.00

8 90.00 83.33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80.00

9 80.00 86.67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70.00

10 83.33 86.67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86.67 76.67

Average(%) 84.67 85.33 88.67 89.00 90.00 90.00 89.00 88.33 87.00 74.67

Table 5. Result of loitering B2 according to sliding window size

Behavior Size of Sliding Window(|w|)

data |w|=3 |w|=5 |w|=7 |w|=9 |w|=10 |w|=11 |w|=13 |w|=15 |w|=20 |w|=30

1 83.33 83.33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86.67 80.00

2 83.33 83.33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83.33 80.00

3 86.67 86.67 90.00 90.00 90.00 90.00 86.67 86.67 83.33 70.00

4 86.67 83.33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86.67 76.67

5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90.00 90.00 83.33 73.33

6 86.67 86.67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86.67 70.00

7 83.33 83.33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86.67 70.00

8 83.33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80.00

9 83.33 83.33 86.67 86.67 90.00 90.00 90.00 90.00 83.33 76.67

10 83.33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86.67 73.33

Average(%) 84.67 85.00 88.34 88.34 88.67 88.67 88.67 88.67 85.33 75.00

Table 4, 5, 6는 각각 미리 정의한 행위에 따른 인식률

을 나타내고 있다.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한 결과 

기존 행위에 대한 인식률 보다 약 5%이상 정확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객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일반적인 걸음걸이의 프레임에서 모든 프레임

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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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loitering B3 according to sliding window size

Behavior Size of Sliding Window(|w|)

data |w|=3 |w|=5 |w|=7 |w|=9 |w|=10 |w|=11 |w|=13 |w|=15 |w|=20 |w|=30

1 83.33 83.33 86.67 88.67 88.67 88.67 88.67 86.67 83.33 83.33

2 80.00 86.67 90.00 90.00 90.00 90.00 88.67 86.67 83.33 80.00

3 83.33 86.67 86.67 88.67 86.67 88.67 88.67 83.33 86.67 70.00

4 83.33 86.67 80.00 80.00 80.00 80.00 83.33 86.67 80.00 70.00

5 80.00 83.33 86.67 88.67 86.67 88.67 88.67 86.67 83.33 70.00

6 83.33 83.33 90.00 90.00 90.00 90.00 83.33 83.33 86.67 66.67

7 80.00 86.67 83.33 83.33 83.33 83.33 88.67 86.67 83.33 80.00

8 80.00 83.33 86.67 88.67 86.67 88.67 88.67 86.67 83.33 70.00

9 83.33 83.33 86.67 88.67 86.67 88.67 83.33 83.33 80.00 70.00

10 83.33 83.33 90.00 90.00 90.00 90.00 83.33 83.33 86.67 76.67

Average(%) 82.00 84.67 88.67 88.67 88.67 88.67 86.53 85.33 83.67 73.67

Fig. 4. Average recognition ratio according to sliding 
window size.

본 실험에서는 움직이는 객체의 행위를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프레임 분할 윈도우 크기를 

알아보는 것으로, 영상에서 객체의 행위에 따른 특징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프레임 분할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실험결과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 10에서 11사이에서 88.67% 이상의 인

식률로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였으며 7에서 15프레

임 사이의 프레임 분할이 영상에서 행위를 인지할 

때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상

에서 모든 프레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불필요하고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가 20이상일 경우에

서는 너무 큰 윈도우의 크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인식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5. 토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행위인식을 위하여 특징

정보를 획득의 크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객체의 중심점을 이용하였고 움직이는 객체의 행

위를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하나의 행위로 보았다.

단위 움직임 정보를 프리미티브로 정의하고 학습하

도록 하였고 멀티 슬라이딩 윈도우의 방법을 이용하

여 효과적인 인식률을 실험하였다.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중복,

방해요소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특징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슬라이딩 윈도

우의 크기가 20이상에서는 너무 큰 윈도우의 크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 손실로 인한 

인식률에 영향을 주었다.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가 

9에서 11사이에서 88.67%의 인식률로 가장 높은 인

식률을 보였다. 실험에서 설정한 행위에 대한 평균 

인식률은 시공간에서 추출된 프레임 시퀀스가 윈도

우 크기 7에서 15일 때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단위 움직임 정보를 학습에 사용하고 멀

티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를 적용하여 행위에 적합한 

효율적인 특징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전체 행위인지

의 인식률을 제고할 수 있었다.

추후, 객체의 움직임 속도에 연동한 적응형(adap-

tive) 윈도우 크기의 적용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대규모 영상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좀 더 일반화된 학습 

모델의 개발 및 대용량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 및 플

랫폼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본 결과를 통해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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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시스템 분야에서 방향 탐지를 통한 보행자감지,

불법도주차량의 추적이나 IoT홈 시큐리티와 같은 

수상한 물체의 행위에 따른 위험방지, 실내에서 독거

노인의 움직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타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상에서 객체의 행

동에 패턴분류로 더욱 다양한 행위의 인식과 사전 

의도파악 연구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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