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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Long-term Recurrent Convolutional Network (LRCN)의 중요 매개변수 중 시간 정보와 전달량에
따른 행동 인식 성능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속된 여러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는 공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정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행동인식 분야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RGB를 이용한 외형 정보와 광류를 이용한 모션 정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Two-Stream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프레임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순차 학습이 가능한 네트워크인 Long Short-Term Memory
(LSTM)를 사용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매개변수에 따른 LSTM 기반의 행동인식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1) LSTM의 Hidden Unit 수, (2) 비디오 영상에서 추출할 프레임의 개수, (3) 비디오 영상에서 이미지
를 추출할 때 건너뛰는 간격에 따른 영향을 비교실험을 통해 분석 하였고 매개변수에 따라 정확도가
최대 4%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론
행동인식 기술은 사회 활동 분석, 이벤트 감지
및 비디오 감시 시스템과 같이 광범위한 응용 분야
에서 활용되어왔다. 또한 행동인식은 지난 수십 년
간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의 연구 동향은
딥러닝의 발전과 더불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및 Two-Stream 네트워크 [1] 기반의
행동인식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공간적인 정보만 존재하는 이미지와 다르
게 동영상은 여러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이므
로 공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정보도 내
포하고 있다. 따라서 동영상 기반의 행동인식은 시
간 정보를 학습할 수 없는 CNN 보다 입력 순서에
맞춰 프레임 간 전후 관계를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Long Short-Term Memory (LSTM) [2]가 더 적
합 하다고 볼 수 있다.
시퀀스 (sequence) 학습 기반의 행동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계층구조의 LSTM[3]이나 Attention
네트워크를 추가[4]하는 등 모델 구조에 초점을 맞
추었다. 그런데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LSTM은 학
습시킬 시간 정보의 범위, 다음 은닉 층으로 전달
할 정보의 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LSTM의 다양한 매개변수에 대해 자세
히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매개변수
인 (1) Hidden Unit 수, (2) 시간 정보의 범위를 결

정하는 매개변수인 비디오 영상에서 추출할 프레임
의 개수, (3) 비디오 영상에서 이미지를 추출할 때
건너뛰는 간격(Stride)을 변경하며 비교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시간 정보의 범위와 전달량이 행동
인식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
을 통해 최적의 매개변수를 찾아, 매개변수의 차이
에 따라 최대 4%의 정확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비교실험에 사용된
Long-term Recurrent Convolutional Network (LRCN)
[5] 모델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실험을 위한 매개
변수의 역할과 비교사항에 관하여 기술하고, 4장에
서는 실험의 결과 및 분석,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2. 비교실험에 사용된 모델 소개
본 장에서는 CNN과 LSTM에 관한 설명과 더불
어, CNN으로부터 특징벡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특
징벡터를 LSTM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모델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LRCN모델에 대해 소개한다.

2.1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CNN은 Convolution의 특성을 살린 신경망으로
특징 추출과 클래스 분류를 한번에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계층적인 Convolution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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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특징부터 높은 수준의 특징까지 추출
한다. 그리고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정답에 유사
하도록 계수 값을 조정하며 정확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어 이미지 클래스 분류에 월등한 성능를 보이
고 있다. 최근 비디오 영상처리 분야에서 LSTM학
습 시킬 때 CNN에서 추출된 특징을 사용한다.

2.2 Long Short-Term Memory (LSTM)
현재 입력데이터와 과거 입력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하는 네트워크인 Recurrent Neural Network
(RNN)는 gradient가 소실되거나 발산하는 문제로 단
기적 기억만 가능하다. LSTM은 RNN의 문제를 보
완한 모델로, 현재 입력데이터를 조절하는 입력 게
이트, 과거 입력데이터를 조절하는 망각 게이트, 현
재 내부 상태 값의 출력을 조절하는 출력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 기억이 가능하다.
LSTM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정보를 보존하
고 장기적인 종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음성인식, 기계번역과 같이 언어의 순차적인 정보
를 처리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컴퓨터
비전의 발전으로 비디오 영상처리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2.3 Long-term Recurrent
Network (LRCN)

Convolutional

기존 행동인식 연구는 3D Convoltuion[6]이나 광
류를 사용하여 CNN에 시간 정보를 반영하였다. 그
러나 위 방법들은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
는 것이 아닌 짧은 구간에 대한 시간 정보만 반영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5]의 저자는 순서정보를
보존하고 장기적인 종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LSTM
을 행동인식 연구에 적용 하였다.
하지만 LSTM은 현재와 과거 데이터를 모두 반
영하므로 이미지와 같이 입력데이터의 차원이 크면
기억의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5]의
저자는 계층적인 Convolution을 통해 정확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CNN을 그림1과 같이 특징 추출기
로 사용하였고, 각각의 프레임마다 추출된 특징을
LSTM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하는 결합된 모델을 구
안했다.
LRCN모델에 사용된 CNN은 AlexNet[7]과 유사
한 모델인 CaffeNet[8]과 ZFNet[9]이 합쳐진 네트워
크를 ImageNet[10]으로 미리 학습시켜 사용한다. 또
한 CNN의 추출된 특징은 4096차원인 fc6를 사용
한다.

그림1. LRCN 모델 구조

3. 비교실험에 사용된 매개변수 소개
RNN의 문제를 보완한 LSTM이 장기적 기억이
가능하지만, 비디오 영상은 수많은 프레임들로 이
루어져 있으므로, 모든 프레임을 학습하여 기억시
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달받는 정보의
양과 시간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LSTM의 전달받는 양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인 Hidden Unit의 수, 시간 정보의 범위를 담당
하는 프레임의 수와 간격(Stride)의 정도에 대해 설
명 후, 비교실험을 위한 변경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3.1 Hidden Unit
LSTM의 성능은 다음 은닉 층으로 전달될 현재
입력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에 달려있다. Hidden
Unit은 이전 은닉 층에서 전달받은 정보와 현재 입
력된 데이터를 처리한 후 다음 은닉 층으로의 정보
전달량을 결정하는 매개변수 이다.
따라서 본 비교실험은 전달량이 정확도에 미치
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Hidden Unit의 수를 128,
256, 512, 1024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3.2 프레임의 수
비디오 영상은 많은 프레임들이 연속적으로 모
여 있는 데이터 이므로 모든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모든 프레임을 사용
하지 않고, 프레임의 일부를 추출하여 클립 형태로
사용한다. 이때 프레임의 추출정도에 따라 입력 데
이터가 포함하는 시간 정보의 범위가 달라진다. 프
레임 수 설정에 따라 LSTM이 기억 가능한 입력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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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양에 초점을 맞춰 실험 하였다.
본 비교 실험은 3.1절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Hidden Unit수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비디오 클립
을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는 8, 16, 32, 64로 변경
하며 실험하였다.

3.3 간격
비디오 클립을 구성하는 방법은 앞선 3.2절에서
언급한 프레임의 수를 조절하는 방법과 더불어 프
레임을 추출할 때 건너뛰는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
이 있다. 프레임 수가 같더라도 간격이 다르면, 입
력데이터의 양은 같지만 입력데이터의 구성이 달라
져 시간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레임 수
가 시간 정보의 양이면, 간격은 시간 정보의 구성
이라 할 수 있다. 3.2절에서 LSTM이 기억 가능한
입력데이터의 양을 알아보았으므로, 각 프레임 수
마다 간격을 변경시켜 입력데이터의 시간적 구성에
초점을 맞춰 실험하였다.
본 비교 실험은 3.2절에서 비디오 클립을 구성
하는 프레임의 수가 최대 16 프레임인 경우로 실
험하였다. 프레임의 수가 32이상인 경우,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비디오 클립이 갖는 시간범위가 실
험 데이터 셋을 초과하므로,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데이터 셋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
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명시하고, 분석한다.

4.1 데이터 셋
UCF-101[11]은 HMDB51[12]과 더불어 행동인식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셋으로, 13,000개
이상의 비디오영상이 101개의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클래스마다 최소 100개의 비디오 영상
이 포함되어 있다. UCF-101은 데이터 셋과 함께 제
공하는 학습에 사용하는 비디오 영상 목록과 테스
트에 사용하는 비디오 영상 목록을 3가지 형태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학습/ 테스트 목록으로
실험하였으며, LSTM의 매개변수가 행동인식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RGB 데이터만 사용 하
여 실험하였다.

4.2 결과 및 분석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STM의 Hidden
Unit 수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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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 때 71.542%로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행동인식에서 RGB가 입력데이터로 사용되었
을 경우 LSTM의 다음 은닉 층으로 전달할 정보의
양은 크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CNN을 통해 추
출된 특징은 4096차원의 데이터 이므로 Hidden
Unit이 클수록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 같지만,
이는 학습 데이터 셋의 오버피팅을 야기하여 테스
트 데이터 셋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러나 Hidden Unit 크기에 따른 정확도의 변화량은
1% 내외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
표2는 3.2절과 3.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STM의 Hidden Unit수는 128로 고정 하고, 데이터
셋이 정해진 프레임 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하
였으며, 프레임 수와 간격을 변경하며 비교 실험
하였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Hidden Unit과 달리
프레임의 수와 간격(Stride)의 차이는 최대 4%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LSTM을
사용한 행동인식 방법은 입력데이터의 시간의 범위
와 구성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임 수
가 작으면 비디오 영상에서 해당 프레임이 차지하
는 비율이 낮으므로, 행동인식 성능을 낮춘다. 반
면, 프레임 수가 많은 클립의 행동인식을 위한 학
습과정에서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행동인식의 학습
데이터로 16프레임을 사용한 경우 안정적인 정확
도를 보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간격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해 비디오 클립을 8
프레임과 16프레임으로 구성하였다. 표 2와 같이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행동인식 정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비디오 클립이 8프레임인 경우 간격이
1인 경우와 4인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최대
1.75%의 성능이 증가하였으며, 16프레임의 경우
간격이 1인 경우와 3인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최
대 1.33% 증가하였다. 16프레임으로 분할된 영상
의 간격에 따른 정확도는 간격이 3인 경우 증가하
였으나 4일 때 감소하였다. 이는 한정적인 정보의
전달량에 비해 입력 데이터의 시간범위가 큼을 의
미한다.
표1. UCF-101 데이터 셋에서
Hidden Unit의 차이에 따른 성능 비교
모델

정확도 (%)

LRCN 128 Hidden Unit

71.542

LRCN 256 Hidden Unit

70.958

LRCN 512 Hidden Unit

70.542

LRCN 1024 Hidden Unit

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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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5-2.17

표2. UCF-101 데이터 셋에서 프레임과 간격 차이에 따른 정확도 비교

모델

프레임 수

간격 1 (%)

간격 2 (%)

간격 3 (%)

간격 4 (%)

8

68.875

70.125

70.333

70.625

16

71.542

71.562

72.875

71.375

32

70.333

-

-

-

64

70.854

-

-

-

LRCN 128 Hidden Unit

5. 결론
본 논문은 LRCN 기반의 행동인식에서 입력데이
터의 시간 정보와 은닉 층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
이 인식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였다. 또한 이에 따른 행동인식 성능이 최대 4%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
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매개변수의
조합 방법에 따라 인식 성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분석한 정보량과 행동인식 성능
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광류 기반의 행동인식 모
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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