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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펫팸족(Pet-Family)과 같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반려동물의 객체 식별을 통한 객체 분할과 신체

좌표추정에 기반을 둔 반려동물의 행동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CCTV를 통해 반려동물 영

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영상 데이터는 반려동물의 인스턴스 분할을 위해 Mask R-CNN(Regio

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모델을 적용하고, DeepLabCut 모델을 통해 추정된 신체 좌푯값

을 도출한다. 이 결과로 도출된 영상 데이터와 추정된 신체 좌표 값은 CNN(Convolutional Neural N

etworks)-LSTM(Long Short-Term Memory) 모델을 적용하여 행동을 분류한다. 본 모델을 바탕으

로 행동을 분석 및 분류하여, 반려동물의 위험 상황과 돌발 행동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제공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1. 서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지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의 수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1]. 또한, 애

완동물이 단지 동물이 아닌 삶을 함께하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반려인 사이의 감성적 교

감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영양과 치료, 건강 관리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다[2].

하지만 반려동물은 인간과 같은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반려인이

알맞은 시간에 응급 처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

길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기

술을 활용한 펫테크(Pet-Tech) 제품을 출시하고 있

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이를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 사이의 소통과 교

감을 원활하게 하고 더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CCTV를 통해 수

집된 반려동물의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절 좌표

추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2. 관련 연구

2.1 객체 분할

객체 분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Mask R-CNN

(Reg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이 있다[3].

Mask R-CNN은 기본적으로 객체 인스턴스를 분할

을 위해 사용한다. 최근에는 행동 분석을 위한 모델

로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 행동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관리를 위한 방법이 있다[4]. 이는 사용

자의 행동 통해 관리법에 대해 피드백과 상황을 전

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을 위

한 방법으로 Mask R-CNN 모델을 사용한다.

2.2 자세 추정

동물의 행동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모델 중 하나

로 DeepLabCut[5]이 있다. DeepLabCut은 깊은 신

경망과 전이 학습을 통해 효율적인 자세 추정을 위

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또한, 신체 부위를 추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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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DeepLabCut 모델을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 분류를 위한 신체 좌표 추출 방법으로 사용한

다.

2.3 행동 분류

행동 분류를 위해서는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다. 영상 데이터들을 행동 분류에 사용하

기 위해 수작업으로 행동을 분류하여 데이터를 구성

한다. 하지만 비용적 문제와 인적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AI(Artif

icial Intelligence) 기법을 적용하여 이 문제들을 해

결하려는 방안으로 사용한다[6, 7]. 이와 같은 연구

들은 특징 추출과 시계열 특징에 적합한 CNN-LST

M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행동 분

류를 위해 CNN-LSTM 모델을 사용한다.

3. 반려동물 행동 분류 모델

(그림 1) 제안된 모델 개요

(그림 1)은 본 논문에 제안된 모델 개요이다. 먼

저 CCTV를 통해 반려동물 영상 데이터를 수집한

다. 이후 반려동물의 객체 분할을 위해 Mask R-CN

N 모델을 적용한다. 이후 모델이 적용된 영상 데이

터를 통해 분할된 반려동물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제거한다. 추출한 객체의 신체 좌표를 추출

하기 위해 먼저 영상 데이터에 존재하는 반려동물의

신체 부위를 설정한다. DeepLabCut 모델에 설정된

반려동물의 신체 부위를 입력 값으로 하여 추정된

신체 좌표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배경이 제거된

영상 데이터와 추정된 신체 좌표를 기반으로 행동과

시계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CNN-LSTM 모델을

적용한다. 이 모델을 통해 추정된 신체 좌표와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을 Sleep, Rest,

Active, Eat 네 가지 패턴으로 평가 지표를 구성한

다.

4. 결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인이 많아지

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에 관한 관심

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행동에 관한 연

구도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ask

R-CNN을 사용한 객체 분할과 DeepLabCut 프레임

워크를 사용해 신체 좌표를 추출하여 행동을 분류하

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추후 행동의 가지 수를

늘려 반려동물의 행동을 더 정밀하게 분류할 수 있

는 확장성을 기대한다.

본 제안 모델은.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분

류하여, 위험 상황이나 돌발 행동에 대한 올바른 대

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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