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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우리는 시공간 패턴에서 사인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비디오에서 효율적인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움직임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시공간 패턴에서 간단히 

컬러 기반의 영역 분할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출한다. 그리고, 움직임의 경계를 따라서, 1 차원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구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시공간 패턴을 사용하는 기존의 논문들 보다 

처리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률과 재현률에 대하여 각각 10.6% and 4.7%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1. 서론 

1유투브(YouTube)나 페이스북(Facebook)같은 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인기를 얻게 됨

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서로 쉽고 빠르게 비디오 콘

텐츠를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시멘틱 인덱싱이나 태깅 등을 위하여 비디오로부터 
걷기, 달리기, 박수, 성인물 등을 포함하는 주기 움

직임 같은 특별한 종류의 움직임을 인식하거나 검

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은 각 프레임에서 일반적인 주기 움직임

과 특정 픽셀 그룹을 샘플링하고, 그 픽셀들을 시간

적으로 모아서 만들어진 시공간 패턴을 보여준다. 
제자리에 있는 사람의 점프, 달리기, 또는 걷기에 
의하여 사람의 머리부분에서 보여질 수 있는 주기 
움직임과 시공간패턴을 그림 1(a) 와 (c)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림 1(a) 와 (c)는 같은 주기 움직임

에 대하여 다른 샘플링 방향으로 얻어진 다른 형태

의 시공간 패턴을 나타낸다. 원형의 움직임, 박수, 
그리고 걷는 사람의 다리부분에서 나타나는 주기 
움직임은 그림 1(b), (d), 와 (e)에 각각 보여진다. 여

기서 우리는 2 차원 시공간 패턴에서 1 차원 사인파

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주기 움직임으로 정의하는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그림 1(a) 와 (b)
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 로부터 주기 움직임을 검

출하는 방법은 두가지 중요한 부분을 포함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 1 차원 사인파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 검

출 
- 사인파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1 차원 사인파의 이

미지를 1 차원 신호로 효과적으로 변환 
   본 논문에서는 그림 1(a) 와 (b)에서 보여지는 단

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시공간 패턴에서 

                                                           
1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2R1A1A2044892) 

검출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시공간 패턴은 이전부터 [1]-[7] 비디오에서 움직

임을 분석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1]-[3]에서는 시공

간 패턴에 기반하여 움직임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4]-[7]에서는 시공간 패턴을 기반으로 주기 움직임

을 검출하였다. [4]-[5]에서는 그림 1(e) 에서 보여지

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주기 움직임을 기반으로 검

출하였다. [6]-[7]에서는 그림 1 에 보여지는 일반적

인 주기 움직임을 검출하였다. [6]에서는 시공간 패

턴에서 수평 라인을 따라 밝기의 차이를 분석하여 
1 차원의 신호를 얻었지만, 파형이 구형파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7]에서는 μ -propagation and the 
Short Term Fourier Transform (STFT) 을 이용하여 1 차

원 파형을 얻었지만, 최상의 μ 를 찾는데 많은 계산

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공간 패턴을 사용하는 방

법들은 [4]-[7] 시간적인 미디언 필터 (temporal 
median filter)를 사용하여 배경을 제거한 후에 주기 

 
(a) (b) 

 
(c) (d) 

 
(e) 

그림 1. 주기 움직임의 형태와 그에 대응하는 시공
간 패턴. (a)-(b)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 

(c) 주기 움직임 (d)-(e) 겹쳐진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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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검출한다. 따라서, 배경이 움직일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패턴에서 효율적인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모든 과정은 그림 2 에 도시하였다. 첫째로, 시공간 
패턴에서, 움직임의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복잡한 움직임 추정 방법 없이 효율적으로 추출한

다. 둘째로, 앞에서 얻은 영역을 1 차원 신호로 효율

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변환한다. 얻어진 1 차원 신호

는 자기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단일 사인파의 형태

로 얻어지도록 정제한다. 모든 단계는 시공간 패턴

에서 효율적으로 계산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시공

간 패턴에서 움직임 경계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

임을 검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제안하

는 방법의 실험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5 장에

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시공간 패턴에서의 움직임 경계 영역 추
출 

이번 장에서는 시공간 패턴을 기반으로 잠재적

인 사인파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얻

기 위하여 움직임 경계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설

명한다.  

2.1 시공간 패턴 생성 

주기 움직임을 검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디오

로부터 시공간 패턴을 생성하여 이용한다 [8]. 시

공간 패턴은 각 프레임에서 샘플링한 픽셀들을 시

간 축을 따라서 축적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비디오

에서 시간 t 와 위치 (x, y)에 있는 픽셀 값을 I(x, y, 
t) 라 할 때, 시공간 패턴, IST(z, t), 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tyxfI(z, t) IST            (1) 

여기서 f(x, y)는 x-y 공간에서 픽셀을 샘플링 하는 
함수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큰 객체의 움직임은 4 개의 샘플링 방

향 (수평, 수직, 두 개의 대각선)을 따라서 잘 수집

되기 때문에, 4 개의 샘플링을 실험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의 비디오는 여러 개의 장면(scene)으

로 나눌 수 있고, 장면마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면에 따른 주기 움직임을 검출 하기 

위하여, 비디오를 장면으로 나누고, 또한 하나의 장

면을 고정된 구간, T, 으로 분할한다. 실험적으로 고

정된 구간(겹치지 않은)은 약 2.7 초로 정하였다. 우

리의 실험에 있어서 장면변환은 연속하는 프레임에 

대하여 간단하게 히스토그램 차이를 이용하여 구하

였고, 만일 하나의 장면의 길이가 T 보다 작을 경우 

해당 장면은 무시한다. 

2.2 시공간 패턴에서 영역 분할 방법을 이용한
움직임 경계 영역 추출 

하나의 고정된 구간에서라도 시공간 패턴에서 

수기적인 움직임과 그렇지 않은 움직임이 섞여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영역을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움직임 형태를 분할하기 위하여 컬러 영

상 분할 방법 중의 하나인 k-컬러 군집화 방법을 

시공간 패턴에서 수행한다. 컬러 군집화는 시공간 

패턴에 있는 픽셀들을 k 개의 집합 S={s1, s2, …, sk}로 

분할한다. 그 때, 각 클러스터에 대하여 이진화 맵

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k 의 값을 

3 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클로징 (closing)이나 

오프닝 (opening)같은 형태학적 알고리즘을 잡음제

거를 위하여 적용하였다. 움직임 경계부분은 일반적

으로 서로 다른 컬러를 가진 영역의 경계에서 발생

함으로, 간단한 경계 추출 알고리즘[9]을 분할된 

영역에 수행하였다. 여기서 연결 성분 방법을 이용

하여 각 연결된 성분의 경계사각형을 추출한다. 

시공간 패턴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시간 축

을 따라서 수평방향의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

서, 경계 사각형의 높이가 시공간 패턴의 높이의 

10% 보다 작거나, 경계 사각형의 너비가 고정된 

구간, T, 의 절반보다 작으면 고려하지 않는다. 남겨

진 경계사각형은 다음 단계의 입력을 위한 후보 영

역이 된다. 

그림 3 은 시공간 패턴에서 움직임 경계 영역을 

추출하는 중간 단계의 결과를 보인다. 후보 사각형 

영역의 위와 아래 부분은 그림 3(a)에 보이듯, 각각 

zt 와 zb 로 나타낸다. 여기서, 그림 3(a)는 움직이는 

배경을 가진, 그리고 그림 3(b) 와 (c)는 움직이지 

않는 배경을 가진 영상에서 움직임 경계 영역을 추

출하는 것을 나타낸다. 시공간 패턴에서 컬러 이미

지 분할에 기반한 제안하는 방법은 계산적으로 매

우 효율적이고, 시간적인 미디언 필터에 의해 배경

을 제거한 방법[4]-[7]들에 비하여 배경의 움직임

에 덜 민감하다. 물론 움직임 추정을 하여 정확한 

움직임을 구할 경우[10],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그림 

3(b)에서 보듯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겹쳐지지 않

은 두 개의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분할 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시공간 

패턴에서 여러 주기를 검출하는 다른 방법 [7]은 

  

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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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수평방향의 프로젝션 된 영상을 이용하기 때

문에, 수평방향의 프로젝션에서 주기가 겹쳐지는 이

유로 정상적인 주기를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3(c)는 겹쳐진 사인파형태의 주기 움직임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다. 비록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에 집중을 하지만, 

여기서 움직임 경계 영역은 정상적으로 잘 분할 됨

을 할 수 있다. 

3.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 검출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분석하고 검출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3.1 2차원 이미지에 대한 1차원 변환 

만일 움직임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사각형의 후

보 영역이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나타

내는 부분이라면, 1 차원 사인파의 2 차원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1 차원 사인파의 2

차원 이미지를 1 차원 신호 S(t)를 다음과 같이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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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m  (=zt – zb) 은 후보 영역의 높이를,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움직임 경계부분은 연속되는 
프레임에서 부드럽게 변한다는 가정 하에, 정수 k
의 범위는 ±zm/3 사이로 정한다. 

때때로, 1 차원 신호는 잡음에 의하여 왜곡된 사

인파 형태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차원 신호의 

자기 상관함수로 보정할 수 있다. 1 차원 신호 S(t)
의 자기상관함수 R(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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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는 S(t)의 길이, 그리고 l 의 범위는 1 부터 
T-1 까지 이다. 그 때, 정규화된 자기상관함수 RN(l)
은 R(l)의 DC 값을 지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 식 (3)
에서 S(t)와 S(t+1)이 서로 관계가 있을수록 R(l)의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만약 잡음이 있는 S(t)가 주
기성을 가질 경우, 식 (3)으로부터 S(t)와 같은 주기
를 가진 R(l)로써 개선된 파형을 얻을 수 있다. RN(l)
의 좌, 우의 끝 부분은 불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RN(l)의 중간 75% 만 이용하고, 그 길이를 L 이라 
정의한다. 

3.2 주파수 분석 

(a) 움직이는 배경에서의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제자리 뛰기). 

(b) 겹치지 않은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제자리 뛰기). 

(c) 겹쳐진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박수). 
그림 3.  시공간 패턴에 기반한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영역 추출 방법. 

 

그림 4. 1차원 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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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 차원 신호 RN(l)은 

그림 4 에서처럼 L-point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함으로써, 변환될 수 있다. 그 때, 
첫번째 피크 (peak) kd, 두번째 피크 ks 의 규모

(magnitude)를 각각 |F(kd)| 와 |F(ks)|로 표시함으로써,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나타나기위한 
특징은 ρ = 1 – (|F(ks)| / |F(kd)|)로 정의된다. 최종적으
로 ρ 와 kd의 값을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
을 구분할 특징 벡터의 입력으로 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

정하기 위하여 Intel Core i7 2.8GHz CPU 와 4GBytes 
의 RAM 을 가진 PC 에서 실험하였다. 비교를 위하

여 우리는 시공간 패턴에서 주기를 구하는 2 가지 

방법[6]-[7]과 비교를 하였다.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검출하는 성

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트레이닝 세트는 단일 사인

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T 길이 

(2.7 초)를 가진 500 개의 비디오 부분과 그렇지 않

은 1000 개의 비디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테스트

는 640×480 의 해상도를 가진 약 70 시간 가량의 비
디오에서 진행 되었고, 모든 비디오는 전체 18,313
개의 장면으로 나뉘고 그 중에 2,281 개의 장면은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분
류기는 RBF 커널을 가진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입력으로 들어갈 특
징 벡터는 앞에서 구한 ρ와 kd를 사용하였다. 
 
표 1.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검출하기

위한 정확률과 재현률 비교 

방법 정확률 재현률 
Liu’s [6] 77.8% 82.3%

Briassouli’s [7] 84.6% 88.0% 

Proposed 95.2% 92.7% 
 
표 1 은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검출하

기 위한 정확률과 재현률을 나타낸다. 여기서 제안

하는 알고리즘이 다른 방법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이유는, 시공간 패턴에서 주

기를 구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모두 시간적인 미디

언 필터를 이용하여 배경을 제거하기 때문에, 움직

이는 배경을 가진 비디오에 대하여 문제점을 드러

냈기 때문이다. 

   그림 5 는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 측

정 결과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5(a)와 (b)는 성

인물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림 5(c)와 

(d)는 각각 달리기와 수영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림 5(b)에서 처럼, 시공간 패턴에서 사

인파 형태의 움직임이 잡음이 섞이게 나타나도 자

기상관함수를 통하여 1 차원 신호가 깨끗하게 나옴

을 알 수 있다. 
 

표 2. 단일 사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검출하기 

위한 효율성 비교 

방법 6 시간의 비디오에서 수행 시간
Liu’s [6] 2 hours 26 minutes 

Briassouli’s [7] 5 hours 33 minutes 
Proposed 9 minutes 9 seconds 

 
   표 2 는 제안하는 논문과 기존 논문 [6]-[7]의 

수행 시간을 보여준다. 6 시간의 비디오에서 기존 

방법 [6]-[7]들은 시간적인 미디언 필터를 각 프레

임의 모든 픽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특별히 Briassouli 의 방법[7]은 최상의 μ
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방법은 효율

적으로 더 좋은 정확률과 재현률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에서 효율적으로 단일 사

인파 형태의 주기 움직임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움직임 경계를 가진 영역을 시공간 패턴에서 간단

한 영역 분할 알고리즘을 통하여 효율적, 그리고 효

과적으로 추출하고, 1 차원 사인파 형태의 2 차원 이

미지를 1 차원 신호로 효과적으로 변환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우세한 성능을 가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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