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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ction Recognition 이란 Video의 전체 프레임에서 서로 다른 동작을 구별해 내는 task이다. Action Recog-

nition 연구에서는 Two-Stream I3D 모델이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며, 이는 Inception V1의 2D ConvNet 이 3D 

ConvNet으로 전환된 구조이다. 서로 다른 두 가지 특징인 RGB와 Optical Flow를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며, 두 Stream의 Class Score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Vision 

Transformer를 기존의 Two-Stream I3D 모델에 적용한 Three-Stream I3D를 제안한다. Two Stream에 Attention 

Stream을 추가하여 Attention Value를 반영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UCF-101과 HMDB-51 데이

터셋을 통해 기존의 Two-Stream I3D와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제안하는 방법론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Action Recognition은 2D 프레임의 시퀀스인 Video Clips에

서 구별되는 동작을 인식하는 연구이다. 스마트시티로 변화하

는 현대사회에서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것은 다양한 사건, 

사고를 감지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한 분석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도시 문제에 대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1]  

최근 Action Recognition 연구에서는 Two-Stream Inflated 

3D ConvNet(Two-Stream I3D)[2]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적

용하여, 높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Two-

Stream I3D는 RGB와 Optical Flow[2]라는 두 특징을 사용하

지만, 특정 객체에 해당되는 영역의 움직임을 프레임에서 감

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Vision Transformer(ViT)[4]는 Vision Task에 Self-Attention

을 활용한 모델이며, 이미지 내에서 특정 객체의 움직임을 감

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ViT를 적용한 Attention[5] Stream을 

Two-Stream I3D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특정 객체의 움직임

에 주목하는 Three-Stream I3D 모델을 제안한다. 실험은

UCF-101[6]과 HMDB-51[7] 데이터셋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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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모델은 기존의 Two-Stream I3D와 비교하여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2. 관련 연구 

2.1 Two-Stream I3D 

Two-Stream I3D는 RGB와 Optical Flow라는 두 가지 특징

을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한다. 이때 네트워크는 In-

ception V1[8]의 2D ConvNet이 3D ConvNet으로 전환된 구조

인 Inflated 3D ConvNet (I3D)이다. Two-Stream I3D는 서로 다

른 두 Stream으로 Class Score를 구한 후 평균값을 취해 최

종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각 Stream으로 두 가지 특징을 추

출하더라도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의 움직임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Optical Flow는 움직임을 측정하지만, 밝기가 급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경우 정밀한 측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ViT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2 ViT 

ViT는 Vision Task에 Self-Attention을 활용한 모델이며, 자

연어 처리 모델인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BERT)[9]의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토

큰 단위로 단어를 나누는 BERT와 달리, ViT는 이미지를 일정

한 사이즈의 패치로 나누어 사용한다. 각각의 패치를 1 차원

으로 변환하여 입력하고, 클래스 정보를 담을 클래스 토큰과 

패치 간의 위치 정보를 학습하는 위치 임베딩을 추가로 입력

한다. 이를 통해 클래스 정보와 관련된 이미지 영역에 집중해

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Two-Stream 

I3D에 ViT를 추가한 Three-Stream I3D를 제안한다.  

3. 모델 

본 연구에서는 Two-Stream I3D 구조에 Attention Stream을 

추가한 Three-Stream I3D 모델을 제안한다. ViT를 사용한 I3D 

구조인 Attention Stream을 기존의 Two-Stream 모델에 추가

한다. 그림 1과 같이 우선 3가지 Stream 별로 이미지를 전처

리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이후 I3D에 전처리 결과를 입력하여 

Stream마다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Stream 별 Class Score의 평균을 취해 최종 예측값을 계산한

다.  

3.1 Three-Stream의 이미지 전처리 

3가지 Stream 별로 이미지를 전처리한다. RGB의 경우 프레

임의 3채널을 그대로 사용한다. Optical Flow의 경우 TV-

L1[10] 알고리즘을 통해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들을 각 채널로 구성하여 총 2채널을 사용한다. At-

tention의 경우 ViT를 통해 Attention Value를 추출한다. 

3.1.1 ViT를 통한 특징 추출 

ImageNet[11]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되었으며, 12 개의 인

코더 레이어와 1개의 정규화 레이어로 구성된 ViT-Base 모델

을 활용한다. 각 이미지를 ViT 에 입력하여 Attention Value 를 

계산한다. 이때 이미지 1개씩 ViT에 입력된다. 그림 1에서 이 

미지 전처리 부분과 같이 이미지마다 동일한 차원의 Attention 

Value 를 구한다.   

3.2 Three-Stream 훈련 

전처리한 이미지를 통해 각 Stream 을 학습한다. Inception 

구조의 2D ConvNet 을 3D ConvNet 으로 변형시킨 I3D 모델에 

전처리 결과를 입력한다. RGB Stream 의 경우 3채널의 이미지, 

Optical Flow Stream 의 경우  수평, 수직 성분의 2채널 이미

지를 입력한다. Attention Stream 에는 Attention Value 값을 입

력한다. 3 가지 Stream 별로 개별적으로 I3D 를 학습한다.  

3.3 Three-Stream Fusion 

RGB, Optical Flow, Attention Stream 별로 Class Score 를 

구하여 평균값을 계산한다. 이때 개별적으로 학습된 3 개의 

Stream 으로부터 Class Score 를 각각 구한다. 이후 3 개의 

Class Score 의 평균값을 Final Class Score 로 최종 예측값으

로 사용한다. 

4. 실험 및 결과 분석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향상을 측정하  기 위

해 표 1 과 같은 시스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1 시스템 실행 환경 

OS Ubuntu 18.04.6 LTS 

CPU 
Intelâ Coreä 

i7-6700K CPU @ 4.00GHz 

GPU NVIDIA Gefore GTX 3060  

4.2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UCF-101 과 HMDB-51 데이터셋을 사용하였

다. 제안하는 방법론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각 데이터 

 
그림 1 Three-Stream 진행 과정  



셋으로 학습한 Three-Stream I3D 와 Two-Stream I3D 를 비교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2) 또한 3가지 Stream인 RGB, 

Flow(Optical Flow), Attention 조합 별로 성능을 평가하였

다.(표 2, 3)  

그림 2 는 UCF-101, HMDB-51 데이터셋 별로 Three-

Stream I3D 와 Two-Stream I3D 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두 

데이터셋에서 모두 Three-Stream I3D 가 Two-Stream I3D 보

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2 Three-Stream, Two-Stream 성능 비교 

표 2, 3 은 RGB, Flow, Attention 3 가지 Stream 의 조합 별

로 정확도를 표기하였다. 표 2 는 UCF-101 데이터셋, 표 3 은 

HMDB-51 데이터셋 실험 결과이다. 두 데이터셋에서 모두

Three-Stream 구조가 Two-Stream 과 One-Stream 구조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표 2 UCF-101 데이터셋 실험 결과 

Type Model Accuracy(%) 
One-Stream RGB 84.5 

Flow  90.6 
Attention 92.1 

Two-Stream RGB+Flow 93.4 
RGB+Attention 93.6 
Flow+Attention 91.3 

Three-Stream RGB+Flow+Attention 95.2 

표 3 HMDB-51 데이터셋 실험 결과 

Type Model Accuracy(%) 
One-Stream RGB 49.8 

Flow 61.9 
Attention 64.7 

Two-Stream RGB+Flow 66.4 
RGB+Attention 69.7 
Flow+Attention 63.1 

Three-Stream RGB+Flow+Attention 71.4 

  실험 결과 UCF-101 데이터셋에서는 기존의 모델보다 제안

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1.8% 높은 것을 보였으며, HMDB-51 

데이터셋에서는 기존의 모델보다 제안하는 모델이 5.0%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Three-Stream I3D 구조가 Two-

Stream I3D 구조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ViT 를 활용하여 특정 객체의 움직임에 주목

하는 Action Recognition 연구를 수행하였다. Attention Value

를 계산하는 Attention Stream 구조를 Two-Stream 구조에 결

합한 Three-Stream I3D 구조를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UCF-

101, HMDB-52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

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Three-Stream I3D 구조가 

특정 객체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Two-Stream I3D 구조보다 더 

높은 성능을 이끌어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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