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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한국펫사료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8.8%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보고되었

다. 이는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 특히 2012년 이

후 연평균 반려묘의 증가율은 25.4%로 반려견(4.2%)보다

약 6배가량 높다.

행동 탐지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동향에 의하면, IT 기

반의 기술에 의하여 인간이나 움직이는 사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류하기 위한 연구들에 이어서, 반려동물의 행

동까지도 파악하는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예를 들

면, 가속도계 센서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아지의 행동을 분

류하는 연구[2], 아두이노와 소리 감지센서를 활용한 반려

견의 소리 분류 연구[3],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기계학습을

통해 10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연구[4] 등이 보고되고 있

다.

한편, 최근의 동영상 캡셔닝 연구 분야에서는 초기의 이

미지 캡셔닝 기술을 넘어서서, 비디오를 대상으로 하는 캡

셔닝 모델들이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미

특징 학습과 주의집중기술을 이용한 고밀도 비디오 캡션

의 생성에 대한 연구[5], 시간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긴 시

간의 비디오 캡션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의 계층적 RNN

encoder를 제안한 연구[6] 등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이미 충분히 성숙된 반려동물의 행동

탐지 기술을 동영상 캡셔닝 연구에 기본 요소기술로 임베

딩하여 반려묘의 행동과 소리에 따른 암묵적 의도를 표현

할 수 있는 상황인지형 캡션의 자동 생성을 최종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로써, 본 논문에서는 반

려묘 동영상의 optical-flow, RGB 및 소리 정보를 활용한

캡셔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제안된 시스템은 실제 반

려묘를 양육하는 환경에서 수집한 동영상 데이터셋을 사

용하여 동영상의 특징 벡터를 추출한 후, 계층적 LSTM

encoder로 동영상의 지역적/전역적 상황을 파악하고,

decoder를 거쳐 상황에 맞는 캡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

습을 수행한다.

2. 반려묘의 행동 캡셔닝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황인지형 반려묘의 행동 캡셔

닝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특징 추출 모듈,

인코딩 모듈, 디코딩 모듈의 3단계로 구성된다. 즉, 제안된

시스템은 동영상의 optical-flow와 RGB정보를 특징 벡터

로 출력하는 Google사의 I3D모델[7]에 소리 정보를 위한

VGGish 모델[8]을 첨부하여 최종 특징 벡터를 추출한 후,

영문 캡션을 생성하는 어텐션 기법[7]이 적용된 2단계의

계층적 LSTM으로 설계되었다.

2.1 특징 추출 모듈

특징 추출 모듈에서는 동영상 데이터에서 영상과 소리

를 구분하고, 사전에 미리 학습된 모델에 적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즉, 영상 데이터는 Google사에서 제공하

는 I3D모델을 사용하여 optical-flow와 RGB에 해당하는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소리 데이터는 VGG모델을 변형한

VGGish 모델을 사용하여 소리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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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팀에서는 이미 충분히 성숙된 반려동물의 행동 탐지 기술을 동영상 캡셔닝 연구
에 기본 요소기술로 임베딩하여 반려묘의 행동과 소리에 따른 암묵적 의도를 표현할 수 있
는 상황인지형 캡션의 자동 생성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pilot
project)로써, 본 논문에서는 반려묘 동영상의 optical-flow, RGB 및 소리 정보를 활용한 캡
셔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제안된 시스템은 실제 반려묘를 양육하는 환경에서 수집한 동
영상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동영상의 특징 벡터를 추출한 후, 계층적 LSTM encoder로 동영
상의 지역적/전역적 상황을 파악하고, decoder를 거쳐 상황에 맞는 캡셔닝을 생성할 수 있
도록 학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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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코딩 모듈

인코딩 모듈은 그림 2와 같이 어텐션 기법이 적용된

visual encoder와 audio encoder는 2단계의 계층적 LSTM

으로 구성된다. 즉, encoder 구조의 하단에 위치한 LSTM

계층은 동영상의 지역적 특징(객체의 행동)을 찾아내는 역

할을, 상단에 위치한 LSTM 계층은 동영상의 전역적 특징

(객체 행동의 변화)을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3 디코딩 모듈

디코딩 모듈에서는 각각 소리정보와 영상의 중요한 특

징들을 강조하는 어텐션 기법을 활용하여 전역적 decoder

로 객체의 전체적인 행동 변화에 대한 순서를 이해하고,

지역적 decoder로 상황에 맞는 캡션을 생성한다(그림 3

참조).

3. 실험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영상정보(optical-flow와 RGB)만

을 이용한 캡셔닝의 순차적 문장 생성과 반려묘의 울음소

리까지 포함된 상황인지형 캡셔닝 결과를 정성적, 정량적

성능 평가(BLEU, METEOR, ROUGE_L)로 확인하였다.

3.1 실험 데이터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반려묘를 기르는 환경에

서 취득한 약 2주 분량의 반려묘 동영상을 사용하였다. 동

영상은 5~30초 분량의 660개의 동영상 클립으로 구성되었

으며, 영상 안에는 반려묘의 ‘걷기’, ‘점프’, ‘앉기’ 등과 같

은 다양한 기본적 행동들과 ‘걷기 후 점프’ 와 같은 반려

묘의 복합적 행동들도 포함된다. 실험 데이터는 학습 400

개, 검증 80개, 테스트 180개로 구성했으며, 각 클립 당

3~6개의 정답지를 영상에서 반려묘의 울음소리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였다(그림 4, 5 참조).

3.2 학습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캡션 데이터인 MSR-VTT[9]를 사용하여 미리

pre-training 시킨 후 제안한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상황인지 캡셔닝 시스템 구조

그림 3. 지역적/전역적 decoder

그림 2. visual/audio encoder

그림 4. 실험 데이터 예시

그림 5.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따른 데이터 정답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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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표1과 같다.

Training details visual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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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out 0.5
batch size 20
learning rate 0.5
epochs 50
adadelta optimizer
training data is shuffled at each epoch

표 1. 학습 파라미터

3.3 실험 결과

3.3.1 영상정보에 기반한 순차적 문장 생성

본 실험은 반려묘의 동영상에서 optical-flow와 RGB 정

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로서 특

히, optical-flow 정보가 문장 생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

험적으로 평가한다. 그림 6(반려묘가 방에서 걷다가 점프

하는 영상)의 예시를 통해서, 제안된 시스템은 동영상에서

객체의 움직임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optical-flow

의 특징 벡터에 의해 ‘걷기 후 점프’ 라는 시간흐름에 따

른 객체의 움직임을 순차적 복문의 형태로 표현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영상의 RGB 정보만을 활용하여 캡셔닝

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객체의 움직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캡션 결과를 보여준다. 표 2는 정

량적 평가로써 RGB와 optical-flow를 동시에 사용했을 경

우와 RGB만을 사용했을 때의 정량적 평가 비교를 보여준

다(non-op: RGB 특징만을 사용한 모델, optical-flow:

RGB와 optical-flow를 사용한 모델).

3.3.2 영상과 소리 정보에 기반한 상황인지형 캡션

그림 7은 주인이 방으로 들어간 후, 반려묘가 뒤따르다

방문 앞에 앉아서 ‘야옹’하는 동영상을 캡쳐한 이미지로,

방문을 열어 달라는 반려묘의 암묵적 의도를 반영하는 상

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10]. 영상과 소리 정

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캡셔

닝 실험 결과를 영상만 이용한 경우와 소리 정보까지 고

려한 캡셔닝 실험 결과를 구분하여 그림 7과 표 3에 정리

하였다. 먼저, 영상 정보로만 판단하는 캡셔닝 결과는 영

상의 시각적 정보를 표현하는 문장(‘the cat is sitting at

the door’)이 생성되지만, 울음소리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

는 본 시스템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과 소리에 따른 반려

묘의 암묵적 의도를 표현하는 캡셔닝 결과(‘the cat wants

to open the door’)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 결

과는 영상의 시각 정보(RGB)와 객체의 행동정보

(optical-flow), 그리고 객체의 소리 정보(‘야옹’: 뭔가를 원

한다는 반려묘의 감정)을 기반으로 고수준의 상황인지형

캡셔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반려묘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수집

한 반려묘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하여 반려묘의 행

동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수준의 캡션 결과를 생성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성숙된 반려동물의 행동 탐지 기술을 동영상 캡셔닝 연구

에 기본 요소기술로 임베딩하여 반려묘의 행동과 소리에

따른 암묵적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형 캡션의

그림 6. optical-flow 유무에 따른 캡션 생성 결과

non-op optical-flow
BLEU_1 0.805 0.825
BLEU_2 0.728 0.754
BLEU_3 0.659 0.702
BLEU_4 0.618 0.660
METEOR 0.512 0.529
ROUGE_L 0.810 0.837

표 2. optical-flow 유무에따른캡션 생성성능차이

그림 7. 고양이 소리 유무에 따른 캡션 생성 결과

울음소리 X 울음소리 O
visual audio visual audio

caption
level 1

sitting at the

door
-

sitting at

the door

want

something

level 2
the cat sitting at

the door

the cat wants to

open the door

표 3. 고양이 소리 유무에 따른 캡션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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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이 가능함을 예시를 통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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