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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응용이 모바일 환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감시 응용 수행시 발생하는 정확

도-작업부하간의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하여 최적의 정확도-작업부하 포인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가축이나 노약자 등의 일상 행동(daily activity) 감시 응용에 적용될 수 있는 정확도 및 작업부

하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따라 트레이드오프상의 최적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제 

가축의 일상 행동 감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정확도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부하를 경감

할 수 있는 최적의 해상도 및 프레임율 값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얼마전 국내에 

발생한 구제역 이후 국가 차원의 전염병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관련된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독거노인[1]이나 

가축[2]의 일상 행동(daily activity)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행동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감시 응용을 가정한다. 특히, 모바일 단말기의 

계산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외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이러한 감시 응용을 모바일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모바일 감시 또는 스마트 카메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5].  

 통상적으로 배터리로 동작하는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작업부하를 최소화해야 하고, 투입되는 작업부하 대비 

성능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단말에서 비디오 데이터 등을 압축하는 

경우, 성능지표로 PNS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이용하고 압축 파라미터 세팅에 따라 작업부하 대비 

PSNR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여 최적 값을 

선정한다[6-7].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일상 

행동 감시 응용에서는 성능지표로 PSNR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정확도-작업부하 간의 

트레이드오프상에서 최적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이 

정의되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독거 노인이나 

가축의 일상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통상적인 

움직임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알람을 발생시키는 

응용에서, 해상도(resolution) 및 프레임율(frame rate)을 

파라미터로 하여 작업부하 대비 최적의 정확도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정확도-작업부하 트레이드오프 

 

본 연구에서는 일상 행동의 움직임 값을 이용하여 

이상 행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입력되는 

각 비디오 프레임에 GMM(Gaussian Mixture Model)을 

적용하여 움직임 값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움직임 값은 시간 단위로 누적하여 통상적인 움직임과 

비교되고, 이상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알람을 준다고 

가정한다[8].  

정확도-작업부하 트레이드오프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카메라가 지원하는 해상도 및 프레임율 중 최대값 

또는 고정된 값으로 세팅(설명을 위하여 “base” 경우로 

명명)하여 일상 행동 감시 데이터를 획득한다. 획득된 

데이터를 시간 단위로 누적하여 움직임 값을 구한 후, 

다운샘플된 해상도와 프레임율 조합을 변화시키면서 

획득된 데이터로부터 움직임 값을 시간 단위로 

누적한다. 이렇게 다운샘플된 움직임 값을 base 경우의 

움직임 값과 비교하여 유사도 값을 계산한다. 즉, 수식 

(1)을 이용하여 다운샘플된 해상도와 프레임율 조합의 

각 경우마다 통계에 근거한 변환을 이용하여 특징 값을 

정규화 한 후에 유사도 값을 계산하여, 작업부하 대비 

최대값이 되는 경우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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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1) 

마지막으로, 모바일 단말에서의 실제 수행 시간은 

캐쉬 크기나 캐쉬 블록 크기 등에 따라 데이터 크기로 

환산된 시간값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크기뿐 

아니라 실제 수행시간과 전력소모량을 추가로 측정하여 

작업부하 값으로 활용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새끼돼지(생후 

21일령)들의 일상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데이터(640×480, 초당 15 

프레임)를 이용하여 이상 행동 여부를 판단하는 응용을 

가정한다. 데이터는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2만두 

규모 농가의 19마리 이유자돈이 있는 자돈사에서 

획득되었고[8], 노트북(Intel Pentium M 740 1.73GHz)을 

이용하여 수행시간과 전력소모량을 측정하였다.(그림 

1에 나타낸 본 연구실의 전력 측정 환경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트북에서 실험하였다.) 

 

 
그림 1. 전력 측정 환경 

 

그림 2. 640×480, 초당 15 프레임(15 fps)에서의 

움직임 변화 

 

먼저 640×480, 초당 15 프레임(즉, base 경우)으로 

획득된 데이터에 GMM을 적용하여 시간단위로 

누적시킨 움직임 값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돈사내 

창이 없는 무창돈사에서 측정되었지만, 사람과 유사하게 

해가 있는 낮에 움직임이 많고 밤에 적은 패턴이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다.(즉, 움직임 값이 통상의 

경우와 상이한 경우 알람을 발생시켜 이상 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후 해상도를 320×240, 160×120, 80×60로 

다운샘플하고, 프레임율도 초당 10, 5, 1로 변화시켜 

시간당 누적 움직임 값을 구하고, 그중 일부의 경우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a) 320×240, 10 fps 

 
(b) 80×60, 10 fps 

그림 3. 다양한 해상도, 프레임율 조합에서의 24시간 

움직임 변화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다운샘플된 해상도와 

프레임율 조합중 일부의 경우는 base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갖지만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갖는 경우도 

발생한다. 각 경우에 base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갖는지를 수치화하기 위해, 수식 (1)을 

이용하여 24시간 분량의 유사도 값을 계산하면 표 1과 

같다. 여기서 유사도 값이 1에 근접할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고, 정확도는 프레임율 보다는 

해상도에 더 민감하게 영향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80×60 경우 프레임율이 낮아질수록 유사도가 증가하는 

특이한 경향을 갖는데, 이 경우 유사도 값 자체가 너무 

낮아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해상도와 프레임율 조합중 base 경우와의 

유사도 값 

 15 fps 10 fps 5 fps 1 fps 

640×480 1.000 0.974 0.963 0.969 

320×240 0.974 0.958 0.948 0.941 

160×120 0.934 0.907 0.908 0.906 

80×60 0.346 0.566 0.652 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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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상도와 프레임율 조합의 작업부하를 데이터 

크기 및 수행시간으로 측정한 결과, 차이가 있음을 각각 

표 2, 표 3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용지 제약으로 

데이터를 명시하지 못하지만, 측정된 전력소모량은 

해상도와 프레임율 조합에 무관함을 알 수 있었다.(즉, 

시간과 전력의 곱으로 표현되는 에너지소모량은 

수행시간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표 2. 해상도와 프레임율 조합의 데이터 크기 상대비교 

 15 fps 10 fps 5 fps 1 fps 

640×480 1.000 0.667 0.333 0.067 

320×240 0.250 0.167 0.083 0.017 

160×120 0.063 0.042 0.021 0.004 

80×60 0.016 0.010 0.005 0.001 

 

표 3. 해상도와 프레임율 조합의 수행시간 상대비교 

 15 fps 10 fps 5 fps 1 fps 

640×480 1.000 0.318 0.226 0.196 

320×240 0.407 0.192 0.163 0.154 

160×120 0.258 0.159 0.147 0.144 

80×60 0.220 0.151 0.142 0.139 

      

최종적으로 base 경우 대비 유사도 값으로 표시되는 

정확도를 수행시간으로 나눈 “정확도/작업부하” 

트레이드오프 값을 표 4에 나타내었다. 즉, 표 4를 

이용하여 트레이드오프 값이 최대로 되는 160×120, 1 

fps 경우를 선정할 수 있다. 또는 응용에 따라 정확도와 

작업부하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 트레이드오프 

값을 계산한 후 가장 적합한 경우를 선정하거나 

움직임이 많은 주간에는 높은 해상도를, 움직임이 적은 

야간에는 낮은 해상도를 선정할 수도 있다. 

 

표 4. 해상도와 프레임율 조합의 정확도/작업부하 

비교 

 15 fps 10 fps 5 fps 1 fps 

640×480 1.000 3.063 4.261 4.944 

320×240 2.393 4.990 5.816 6.110 

160×120 3.620 5.704 6.177 6.292 

80×60 1.573 3.748 4.592 5.022 

 

4. 결론 

 

국내에서 감시 응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감시 응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여 일상 행동의 움직임 값으로 

이상 행동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정확도-작업부하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하였다. 즉, 

일상 행동 감시 응용에서는 최대 해상도 및 프레임율의 

base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유사도 값을 정확도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작업부하를 줄이기 위해 

설정가능한 파라미터중 프레임율보다는 해상도가 

정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작업부하로는 데이터 

크기 보다 단말에서의 직접적인 수행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트북 단말에서 움직임 값을 

이용하는 간단한 응용에서 정확도-작업부하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하였으나, 스마트폰의 계산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PC에서 수행되던 다양한 응용을 

스마트폰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확도-작업부하 트레이드오프 

분석은 계산 능력이 부족한 모바일 단말뿐 아니라, 

작업부하가 크게 증가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분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로는 

제안된 방법을 실제 스마트폰에서 수행·측정하여 

검증하고, 멀티코어와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 기법을 적용한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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