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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0년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

라 전체 가구 중 23.7%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고 보고된다. 이는 전체 가구 중 1/4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특히 2012년 이후 반려묘의 연평균 증가율은 

25.4%로 반려견(4.2%)에 비해 약 6배가량 높다. 이처

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관심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사람이 24시간 반려동물을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자동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행동 탐지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 동향에 의하면,

IT 기반의 기술에 의하여 인간이나 움직이는 사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류하기 위한 연구들에 이어서,

반려동물의 행동까지도 파악하는 연구들이 현재 진

행 중이다. 예를 들면, 가속도계 센서 데이터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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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강아지의 행동을 분류하는 연구[2], 아두이노와 

소리 감지 센서를 활용한 반려견의 소리 분류 연구

[3], 그리고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기계학습을 통해 10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연구[4]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동영상 속 객체의 탐지 및 행동 분류와 함께 

해당 객체의 행동에 대한 캡셔닝 연구들이 최근 보고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미 특징 학습과 주의집중기

술을 이용한 고밀도 비디오 캡션의 생성에 관한 연구

[5], 시간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긴 시간의 비디오 캡

션을 가능하게 하는 계층적 RNN encoder를 제안한 

연구[6]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충분히 성숙된 반려동물의 행

동 탐지 및 소리 식별 기술을 동영상 캡셔닝 연구에 

기본 요소기술로 임베딩하여, 반려묘의 행동과 소리

에 따른 암묵적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형 

캡션의 자동 생성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pilot project)로써, 본 논문에서는 반려

묘 동영상의 optical-flow, RGB 및 소리 정보를 활용

한 캡셔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제안하는 시스템

은 동영상의 특징 벡터를 추출한 후, 계층적 LSTM

encoder로 동영상의 지역적/전역적 상황을 파악하

고, decoder를 거쳐 상황에 맞는 캡셔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한다. 실제 반려묘를 양육하는 환

경에서 수집한 동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보다 구

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주인이 방으로 들어간 후, 반

려묘가 뒤따르다 방문 앞에 앉아서 ‘야옹’하는 소리

가 포함된 동영상(방문을 열어 달라는 반려묘의 암

묵적 의도가 내포)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해당 동

영상의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는 캡셔닝의 결과는 영

상의 시각적 정보만을 표현하는 문장(“the cat is sit-

ting at the door”)이 생성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모델의 캡셔닝 실험 결과에서는 반려묘의 암묵적 의

도를 표현하는 캡셔닝 결과(“the cat wants to open

the door”)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영상의 시각 정보(RGB)와 객체의 움직임 정보(optical-

flow), 그리고 객체의 소리 정보(‘야옹’: 무언가를 원

한다는 반려묘의 감정)를 기반으로 고수준의 상황인

지형 캡셔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의 주제인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동 분류 

연구들과 비디오 데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캡셔닝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반려묘의 행동을 캡셔닝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정량적, 정성

적으로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의 주제인 반려동물에 대한 공학적 연구에 

초점을 맞춰 최신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견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Ladha

등[7]은 웨어러블 가속도계 측정 플랫폼으로 반려견

의 행동 데이터를 취득한 후, 통계 분류 프레임워크

를 통해 강아지의 행동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Kumpulainen 등[2]은 3축 가속도계 센서를 활용

하여 24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7가지 동작을 분

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Kim 등[3]은 아두이노

와 소리 감지 센서를 활용해 반려견의 소리 분류 연

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반려묘에 대한 연구로는 

Pandeya 등[4]이 제안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기계

학습을 통해 10가지 종류로 분류한 연구와 Nanni 등

[8]이 소개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s)

와 데이터 확대기법(data augmentation)을 이용한 

새와 고양이의 소리 분류 연구가 있다. 또한, Lee 등

[9]은 반려동물 모니터링의 지역적 한계를 해결하고

자 딥러닝을 이용하여 고양이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이동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객체 검

출 신경망 모델의 하나인 You Look Only Once

(YOLO)를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라즈베

리파이와 노트북을 무선 랜으로 연결하여 고양이의 

움직임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동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렇듯 최근 반려동

물에 대한 관심과 비례하여,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

는 다양한 공학적 시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

의 연구들이 반려동물의 행동이나 소리에 대한 분류

와 같이 단순히 반려동물의 상태를 식별하는 수준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반려견을 대

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반려묘를 대상

으로 진행된 학술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비디오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캡셔닝 연구

들은 살펴보면, 먼저, Lee 등[5]은 의미 특징과 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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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기법을 활용한 비디오 캡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Pan 등[6]은 계층적 RNN 인코더를 활용하

여 보다 긴 시간의 비디오 캡션을 가능하게 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Wang 등[10]은 오디오와 

시각적 특징을 어텐션 기법을 통해 결합한 멀티모달 

방식의 비디오 캡션 생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

럼, 최근 고수준의 비디오 캡셔닝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

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의 공간적(spatial), 시간적

(temporal) 정보와 객체의 암묵적 의도를 포함하는 

소리(audio) 정보를 함께 아우르는 상황인지형(con-

text-awareness) 캡션 생성에 관한 연구와 반려묘를 

대상으로 하는 캡셔닝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

는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 탐지 및 소리 

식별 기술을 동영상 캡셔닝 연구에 기본 요소기술로 

임베딩하여 반려묘의 행동과 소리에 따른 암묵적 의

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형 캡션의 자동 

생성에 적합한 딥러닝 신경망 모델을 제안한다.

3. 반려묘의 행동 캡셔닝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황인지형 반려묘의 행동 

캡셔닝 시스템의 구조는 Fig. 1과 같이 크게 특징 추

출 모듈, 인코딩 모듈, 디코딩 모듈의 3단계로 구성된

다. 즉, 제안된 시스템은 동영상의 optical-flow와 

RGB정보를 특징 벡터로 출력하는 Google사의 In-

flated 3D ConvNet(I3D)모델[11]과 소리 정보를 위

한 VGGish모델[12]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한 후, 어

텐션 기법[13]이 적용된 계층적 LSTM 인코더[6]를 

통해 문맥(context) 벡터를 추출한다. 이후, 문맥 벡

터와 Bidirectional LSTM(Bi-LSTM) 모델[14-15]

에서 생성된 소리 분류 특징 벡터가 영문 캡션을 생

성하는 디코더에 전달됨으로써 최종 캡션 결과를 생

성한다.

3.1 특징 추출 모듈

특징 추출과 관련된 기계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람이 수작업 특징(hand-crafted feature)을 구상하

고 구현하는 과정이 특징 추출도 기계 학습하는 통째 

학습(end-to-end learning)으로 진화했으며, 자동 추

출된 특징이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6-22]. 본 연구의 

특징 추출 모듈에서는 동영상 데이터에서 영상과 소

리에 대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사전 

학습된 CNN 모델을 사용하며, 그 구조는 Fig. 1의 

하단부와 같다. 즉, 영상 특징은 Google사의 Deep

Mind 팀에서 제공하는 I3D모델을 사용하여 opti-

cal-flow와 RGB에 해당하는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소리 특징은 VGG모델을 소리 데이터에 맞춰 변형한 

VGGish 모델을 사용하여 소리 특징 벡터를 추출한

다. 이처럼 추출된 영상/소리 특징 벡터는 각각 인코

딩 모듈에 전달된다. 또한, VGGish 모델을 거쳐 생성

된 소리 특징 벡터는 LSTM기반의 분류기를 통해 

소리 분류 특징 벡터로 추출된 후, 디코딩 모듈에 전

달된다(Fig. 2 참조). 이때, 반려묘의 소리는 야옹

(meowing), 채터링(chattering), 하악질(hissing)과 

그 외의 소리들(방에서 발생하는 다른 소리들)이며,

총 4가지의 클래스로 분류 학습한다.

Fig. 1. Overall structure of cat behavior captioning 

system. Fig. 2. Cat sound classifi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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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코딩 모듈

실험에 사용한 인코딩 모듈은 시각적(visual) 인코

더와 소리(audio) 인코더로 구성되며, 두 인코더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인코더는 Fig. 3

과 같이 2단계의 계층적 LSTM으로 구성되며, 인코

더 구조의 하단에 위치한 LSTM 계층은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객체의 행동(지역적 특징)을 탐지하는 역

할을, 상단에 위치한 LSTM 계층은 동영상의 객체 

행동의 변화(전역적 특징)를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여기서 지역적 특징이란 “고양이가 걷는다”,

“고양이가 점프한다”와 같이 객체의 개별 행동에 대

한 특징을 나타내며, 전역적 특징이란 “고양이가 걷

다가 점프한다”와 같이 객체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특징이다.

Fig. 3. Two-leveled hierarchical LSTM encoder.

3.3 디코딩 모듈

디코딩 모듈의 구조는 Fig. 4와 같으며, LSTM을 

기반으로 크게 전역적 디코더와 지역적 디코더로 구

성된다. 우선, 전역적 디코더는 어텐션 기법을 활용

하여 소리와 영상 정보 중 보다 중요한 특징들을 강

조하고, 객체의 전체적인 행동 변화의 순서를 이해한

다. 다음으로, 지역적 인코더는 전역적인 행동 변화,

지역적인 문맥(local-context), 그리고 소리 분류 특

징을 결합(concatenation)하여 지역적 디코더의 입

력으로 사용한다. 이후 지역적 디코더의 출력값은 

softmax를 통해 시간에 따라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

를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단어를 시간 순서로 

나열하여 캡션(문장)을 생성한다.

4. 실험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영상의 시각 정보(RGB)와 

객체의 움직임 정보(optical-flow), 그리고 객체의 소

리 정보를 사용한 고수준의 상황인지형 캡셔닝 결과

를 정성적, 정량적 성능 평가로 확인한다.

4.1 실험 데이터 및 실험 내용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반려묘를 기르는 

2.8m×2.7m 크기의 환경에서 취득한 약 2주 분량의 

반려묘 동영상을 사용하였다. 영상 데이터는 라즈베

리파이 카메라 모듈[23]을 사용하여 416×416 화질의 

영상을 10fps로 촬영하였다. 촬영한 영상은 반려묘의 

행동 및 소리를 기준으로 비디오 클립을 구성하였으

며, Table 1에서 보듯이 5∼30초 분량의 1,179개의 

클립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단일 동작(Single be-

havior)이란 반려묘의 걷기, 점프, 앉기, 그리고 먹기 

등 한 가지 행동만을 포함한 데이터이며, 연속 동작

(Continuous behavior)이란 단일 동작이 2개 이상 연

속된 데이터(“The cat sits after walking”)를 말한다.

그리고 상호 동작(Interaction behavior)은 반려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인의 움직임도 포함된 데이터

(“The cat walks with its owner”)이다. 실험 데이터

는 학습 719개, 검증 150개, 테스트 310개로 구성했으

며, 각 클립 당 5개의 정답지를 직접 생성하여 학습하

였다. Fig. 5는 “고양이가 방안을 걷고 있다”에 해당

하는 동영상으로 학습을 위한 캡션의 정답지 생성 

예시이다.

Fig. 4. Structure of the global/local decoder.

Table 1. Configuration of cat video clips.

Behavior Sound

Single behavior 793 Meowing 120

Continuous behavior 81 Hissing 45

Interaction behavior 95 Chattering 45

Total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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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반려묘의 행동 캡셔닝 모델

을 검증하기 위한 학습 시스템은 1개의 NVIDIA

TITAN X 그래픽 처리 장치, Intel(R) Core(TM) i7-

8700K CPU 및 32GB RAM으로 구성하였으며,

Ubuntu 18.04 운영체제에서 Python 3.6 및 Pytorch

0.4.1 프레임워크를 통해 수행하였다. 또한, 메인 시

스템에서 사용되는 소리 분류 모듈(Bi-LSTM clas-

sifier)을 학습하기 위해 4개의 클래스별로 150개 총 

600개의 소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데이

터는 울음소리가 1회 이상 포함된다. 이때, 학습 하이

퍼-파라미터(hyper-parameter)로는 50 epoch, 64

batch size, 128 units, 0.5 dropout 및 0.01의 learning

rate를 사용하였고, 최종 실험 결과는 F-measure

0.82이다.

제안하는 반려묘의 행동 캡셔닝 모델을 두 가지 

모델로 명명하여 실험하였다(1. RGB 정보와 opti-

cal-flow 정보를 사용한 제안 모델(Proposed-Op:

Optical-flow); 2. Proposed-Op 모델에 소리 분류 모

델을 추가한 제안 모델(Proposed-SCM: Sound

Classification Model)). 제안한 모델들의 하이퍼-파

라미터는 Table 2와 같다. 비교 실험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Wang 등[10]이 제안한 영상의 RGB 정

보와 소리 정보만을 이용하는 캡션 생성 모델인 

Hierarchically Aligned Cross-modal Attention

(HACA) 모델을 선택하였다.

4.2 실험 결과의 정량적 평가

Table 3은 실험 결과의 정량적 평가로써, HACA,

Proposed-Op, 그리고 Proposed-SCM 모델의 캡셔

닝 결과와 실제 정답지 문장과의 유사도를 보여준다.

평가 지표로는 MS-COCO server[24]의 표준 평가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된 BLEU, METEOR, 그리고 

ROUGE-L 세 가지의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Proposed-SCM 모델의 성

능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3 실험 결과의 정성적 평가

4.3.1 optical-flow 유무에 따른 캡션 생성 결과

본 실험은 반려묘의 동영상에서 optical-flow 정

보가 문장 생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험적으로 평가

Fig. 5. Example of video clip annotations.

Table 2. Hyper-parameters of the proposed model.

Visual Audio

feature max len 60 20

low-level encoder LSTM hidden
dim

512 128

high-level encoder LSTM hidden
dim

256 64

global decoder LSTM hidden dim 256

local decoder LSTM hidden dim 1024

word embedding dim 512

dropout 0.5

batch size 20

learning rate 0.5

epochs 50

adadelta optimizer

training data is shuffled at each epoch

Table 3. Quantitative results of HACA and proposed 

models.

HACA
Proposed-
Op

Proposed-
SCM

BLEU_1 0.728 0.790 0.812

BLEU_2 0.638 0.715 0.727

BLEU_3 0.561 0.641 0.650

BLEU_4 0.497 0.602 0.611

METEOR 0.452 0.490 0.510

ROUGE_L 0.746 0.79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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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ig. 6(“반려묘가 방에서 걷다가 점프”하는 영

상)의 예시에 의하면, 제안된 시스템은 동영상에서 

객체의 움직임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opti-

cal-flow의 특징 벡터에 의해 “The cat jumps up af-

ter walking”이라는 시간 흐름에 따른 객체의 움직임

을 순차적 복문의 형태로 표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영상의 RGB 정보만(HACA 모델)을 활용하여 

캡셔닝한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객체의 움직임 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캡션 결과(“The cat is

walking in the room”)를 보여준다.

4.3.2 소리 유무에 따른 캡션 생성 결과

Fig. 7은 주인이 방으로 들어간 후, 반려묘가 뒤따

르다 방문 앞에 앉아서 ‘야옹’하는 동영상을 캡쳐한 

이미지로, 방문을 열어 달라는 반려묘의 암묵적 의도

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25]. 영상과 소리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안된 

모델의 캡셔닝 실험 결과를 영상만 이용한 경우와 

소리 정보까지 고려한 캡셔닝 실험 결과로 구분하여 

Fig. 7과 Table 4에 정리하였다. 먼저, 영상 정보로만 

판단하는 캡셔닝 결과는 영상의 시각적 정보를 표현

하는 문장(“the cat is sitting at the door”)이 생성되

지만, 울음소리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는 본 시스템에

서는 반려묘의 암묵적 의도를 표현하는 캡셔닝 결과

(“the cat wants to open the door”)를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영상의 시각 정보(RGB)

와 객체의 행동 정보(optical-flow), 그리고 객체의 

소리 정보(‘야옹’: 뭔가를 원한다는 반려묘의 감정)을 

기반으로 고수준의 상황인지형 캡셔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4.3.3 울음소리 종류에 따른 캡션 생성 결과

Fig. 8은 채터링(chattering)이 포함된 소리 데이

Fig. 6. Result of cat behavior captioning with and without using optical-flow, respectively.

Table 4. Two levels of cat behavior captioning with and without using cat sounds, respectively.

Cat sound X Cat sound O

Visual Audio Visual Audio

Caption
level 1 sitting at the door - sitting at the door want something

level 2 the cat is sitting at the door the cat wants to open the door

Fig. 7. Result of cat behavior captioning with and with-

out using cat sound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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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캡션 생성 결과이다. HACA

모델과 Proposed-Op 모델의 경우는 영상 정보에만 

치우친 “the cat is sitting at the window”와 같은 

캡션 결과를 생성한다. 반면, 소리 분류 모델이 추가

된 제안된 Proposed-SCM 모델에서는 “the cat is

sitting at the window”와 채터링이 합쳐져, “the cat

wants to hunting”이라는 상황 인지적 의역이 생성

됨을 확인할 수 있다(반려묘의 채터링 소리에는 사

냥의 본능이 내제되어 있다[25-26]).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반려묘를 양육하는 환경에서 

수집한 반려묘의 모습과 울음소리가 포함된 동영상

을 이용하여 반려묘의 행동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

로 고수준의 캡션 결과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성숙된 반려동물

의 행동 탐지 및 소리 식별 기술을 딥러닝 기반의 동

영상 캡셔닝 연구에 기본 요소기술로 임베딩하여 반

려묘의 행동과 소리에 따른 암묵적 의도까지도 표현

할 수 있는 상황인지형 캡션의 자동 생성이 가능함을 

예시를 통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제안한 모델

에서는 객체의 움직임 정보를 표현하는 optical-flow

스트림을 추가함으로써 RGB 정보만을 이용한 경우

보다 해당 움직임 정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수준의 복문 형성이 가능함

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또한, 반려묘의 소리 정

보를 부가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고양이의 암묵적인 

의도까지도 포함된 세밀한 캡션 결과가 생성됨을 확

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주인과 반려묘 사이

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주인과 반려묘의 행동

에 대한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에 대한 캡션 생성 시

스템으로의 확장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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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

과(학사)
2019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

정보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빅데이터, 데이터마이

닝, 딥러닝

이 종 욱

2002년 고려대학교 전산학과

(학사)
2005년 고려대학교 전산학과

(석사)
2014년 고려대학교 전산학과 

(박사)

2014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 딥러닝, 데이터마이닝, 융합 IT, 음향분석

박 대 희

1982년 고려대학교 수학과(학사)
1984년 고려대학교 수학과(석사)
1989년 플로리다 주립대학 전산

학과(석사)
1992년 플로리다 주립대학 전산

학과(박사)

1993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인공지능, 융합 IT

정 용 화

1984년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

과(학사)
1986년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

과(석사)
1997년 U. of Southern

California(박사)

1986년∼200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체인식기술연구

팀(팀장)
2003년∼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병렬처리, 영상처리, 융합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