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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먼 행동 인식은 크게 3D 모델 기반 방법과 템플릿 기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3D 모델 기반 방법은 
휴먼의 포즈를 3D로 재구성한 뒤 특징을 추출하는 것으로 인식 정확도는 높으나 연산량이 많아 매우 비

효율적이다. 반면 템플릿 기반의 방법은 간단하고 수행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 논문들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템플릿을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시점, 행동 스타일의 변화 등에 따라 실루엣의 변화가 심

해 인식 성능에 한계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핵심-포즈들의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되는 핵심-포즈 분포

와 광류의 변화를 이용하여 다중 시점에서의 휴먼 행동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IXMAS 
데이터 셋을 이용한 실험에서 적은 수의 템플릿을 이용하면서도 평균 87.9%의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1 서론 

휴먼 행동 인식은 컴퓨터 비젼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내용 중 하나로 비디오 서베일런스 시스템, 휴먼-
컴퓨터 상호작용, 비디오 인덱싱, 스포츠 비디오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가능하다. 행동 인

식에서의 어려움은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외형, 휴먼마

다 다른 행동 스타일, 카메라와의 거리 변화에 따른 휴

먼 객체의 크기 등에 따른 문제들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

며, 우수한 인식 성능을 보이고 있다[1,2,3]. 그러나 시점

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외형의 변화는 여전히 극복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먼 행동은 시공간에서의 3차원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체 구성 요소의 변화 
특성을 추출하여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는 인체 구성 요

소의 위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

고, 가려짐과 같은 상황에서 추적에 실패할 경우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외형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정의된 템플릿과의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과 달리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정된 시

점에서는 매우 정확한 인식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템플

릿을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시점, 행동 스타일의 변화 
등에 따라 실루엣의 변화가 심한 경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Bobick과 Davis는 검출된 실루엣들을 2차원 영상에 누

적하여 표시한 Motion History Image를 제안하였으며, 입

력 비디오 영상과 미리 정의된 템플릿과의 비교를 통해 
인식을 수행하였다[1]. 이는 행동 패턴을 간단한 연산만

으로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나 배경의 변화나 행동의 기

하학적 변화에 민감하다. 
이차원 영상으로부터의 특징 추출의 한계성을 극복하

기 위해 Efros 등은 입력 프레임 시퀀스에서 검출한 휴

먼 객체의 실루엣을 시공간으로 구성된 3차원 볼륨으로 
표현하였으며, 광류의 변화를 이용한 볼륨 매칭 방법을 
제안하였다[4]. 그러나 이는 노이즈, 외형 변화, 자기 가

려짐 현상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Ahmad와 
Lee는 인체 변화의 지역적 특성과 전역적 특성을 광류

로 표현하여 시점의 변화에 강인한 인식 방법을 제안하

였으나[5], 여러 대의 카메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Kim과 Cipolla는 비디오 볼륨 텐서에 정

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6]. 그러나 카메

라의 위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제약 
사항이 있다. 또한, Weinland 등은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획득한 실루엣 영상들을 3차원 Visual Hull로 표현하고,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인식기로 사용함으로써 시점 변

화에 강인한 방법을 제안하였다[3]. 이 방법은 4절의 실

험 부분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비교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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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정확한 인식을 위해 휴

먼이 카메라에 정면으로 향하고 있거나, 여러 대의 카메

라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있다. 현실적인 환경

에서의 인식을 위해 다양한 시점 변화에 강인하고, 휴먼

과 카메라와의 상대적 위치 변화에도 강인한 인식 방법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시점에서의 행동 인

식을 위해 사전에 정의한 여러 개의 시점에서 행동 패

턴에 대한 템플릿을 생성하였으며, 효율적이고 빠른 매

칭의 수행을 위해 핵심-포즈 분포를 이용한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핵심-포즈를 통

한 행동 특성 표현 및 포즈 분포와 광류를 이용한 행동 
인식 방법을 설명한다. 3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과의 성능 평가를 위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고, 4절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행동 인식 

2.1 핵심-포즈 추출 

핵심-포즈는 서로 다른 휴먼 객체들마다의 행동 스타일

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방법이다[7, 8]. 기존의 핵심-
포즈 추출 방법은 광류의 변화[7], 움직임 에너지[8]와 
같은 움직임 정보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은 전처리 과정에서의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 없는 
움직임 정보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루엣에 기반한 핵심-포즈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핵심-포즈를 추출하기 위해 우선, 첫 번째 프레임을 
핵심-포즈 셋 K에 포함시킨다. 새로운 입력 프레임에 대

해서 현재 설정된 핵심-포즈들과의 유사도를 평가한다. 
이때, 유사도는 Hu 모멘트[9]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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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서로 다른 영상이며, , 

이다. 는 영상 A에서 추출된 Hu 모멘트 

값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설정된 핵심-포즈들과 입력 영상에서 추출한 
실루엣 X 간의 유사도가 미리 설정해 놓은 임계치 θ보
다 작은 경우에 입력 영상의 실루엣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심-포즈 셋 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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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의 평가를 모든 핵심-포즈들에 대해 수행하는 이

유는 서로 다른 행동들에서 유사한 포즈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발차기 행동에서 발을 뻗는 
행동과 반대로 발을 바닥으로 내려놓는 행동은 순서만 
다른 뿐 구성되는 포즈가 동일하다. 

각각의 시점에서 선택된 행동들에서 추출된 핵심-포즈

들을 이용하여 핵심-포즈 셋을 구성한다. IXMAS[8]의 행

동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출된 핵심-포즈가 그림 1에 나타

나 있다. 
 

 

그림 1. IXMAS DB 중 시점 1에서 촬영된 
행동들에 대한 핵심-포즈 셋 

 

2.2 특징 추출 

입력 영상에서 실루엣을 추출한 뒤, 포즈의 특징을 표현

하기 위해 R-transform 방법[10]을 적용한다. R-transform
은 Radon transform[11]을 기반으로 하는데 Radon 
transform은 이차원 영상에 나타난 패턴을 여러 각도에

서의 직선들에 사영하여 생기는 히스토그램들의 누적 
함수로 정의된다. 이는 크기, 회전, 변형에 강인하나 기

하학적 변형에 약한 특성을 가진다. 반면 R-transform은 
이를 보완하여 기하학적 변형에도 강인하다는 특성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f의 Radon transform을 의미한다. 그림 2는 

두 개의 실루엣에 대해 Radon transform과 R-transform을 
적용한 결과 영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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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adon transform과 R-transform 결과 예:  

(왼쪽) 입력 실루엣, (가운데) Radon transform 결과,  
(오른쪽) R-transform 결과 

 

2.3 행동 인식 

2.3.1 시점 결정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행동 인식에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입력 비디오 시퀀스의 첫 프레임

[12] 또는 입력 프레임 전체를 각 시점에 대해 정의된 
템플릿들과 비교하였다[7,8]. 하지만 한 프레임으로 시점

을 결정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모든 프레임을 다 
고려하기에는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영상에서의 첫 다섯 프레임과 
마지막 다섯 프레임을 이용하여 각 프레임마다 시점을 
결정한 뒤, 투표(voting) 방법을 이용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다. 투표 결과 두 개 이상의 시점에 대해 동일한 
표가 나올 경우, 처음과 마지막 프레임에서 한 프레임씩 
추가하여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한다. 그림 3은 ‘앉기’에 
대해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포즈 셋을 보여주고 있다. 
 

(a) 시점 1 (b) 시점 2

(c) 시점 3 (d) 시점 4  
그림 3. ‘앉기’에 대한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포즈 셋 

 
2.3.2 포즈 분포 

입력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선택된 시점에 대한 템플

릿들과의 매칭을 통하여 인식을 수행한다. 그러나 입력 
실루엣과 템플릿 간의 일대일 비교를 수행하는 기존 방

식은 적은 수의 프레임들에서 발생한 오차의 누적값으

로 인해 인식에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행동을 구성하는 핵심-포즈들의 분포를 이용한

다. 각 프레임에서의 실루엣을 사전에 학습된 핵심-포즈

들 중 하나로 할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력 비디오 시

퀀스에 대한 핵심-포즈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또한 휴

먼 객체마다 서로 다른 행동 수행 시간을 감안하여 이

를 전체 프레임수로 정규화시키며, 이를 핵심-포즈 분포

라 정의한다. 입력 시퀀스에 대한 핵심-포즈 분포를 각 
행동들에 대해 사전에 학습된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행

동을 인식한다. 그림 4는 포즈 분포의 생성 과정을 보이

고 있다.  
제안하는 핵심-포즈 분포는 행동 수행 과정에 나타나

는 전체적인 포즈 구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프

레임들에서의 매칭이 실패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대일 매칭 방법보다 
매칭 실패 시 발생하는 인식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4. 핵심-포즈 분포의 생성: (왼쪽) 핵심-포즈 매칭,  

(가운데) 핵심-포즈에 대한 히스토그램,  
(오른쪽) 정규화된 핵심-포즈 분포 

 

 
그림 5. ‘앉기’와 ‘일어서기’에 대한 광류 예 

 
2.3.3 광류에 기반한 모션 정보 
핵심-포즈 분포를 이용한 행동 인식 방법은 매칭에서의 
오류에 강인하다는 특성을 가지지만, ‘앉기’와 ‘일어서기’
와 같이, 행동을 구성하는 핵심-포즈 분포가 유사한 경

우에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동에 대한 모션 정보를 이용하여 해결이 가능하

며, 모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광류를 이용한다.  
광류는 모션 정보를 잘 나타내기는 하지만 잡음에 취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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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 움직임을 설정해 놓고, 입력 행동 시퀀스 역시 주 
움직임에 해당하는 광류 정보만을 이용한다. 주 움직임

을 선택하기 위해 광류의 방향을 46°~135°, 136°~225°, 
226°~315°, 316°~45°와 같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나누었

다. 그림 5는 ‘앉기’와 ‘일어서기’에 대한 광류를 보이고 
있다. 입력 시퀀스에서 획득한 모션 정보를 포즈 분포와 
비슷하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각 행동들에 대해 
미리 학습된 히스토그램과 비교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 데이터 셋 

본 논문에서는 INRIA의 IXMAS 데이터 셋[8]을 이용하

여 실험하였다. 10개의 행동에 대해 10명의 휴먼 객체들

이 3번씩 각 행동을 수행하였으며, 서로 다른 시점에 위

치한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시에 촬영하였다. 10개

의 행동은 ‘서기’, ‘시계보기’, ‘팔짱 끼기’, ‘머리 긁기’, 
‘앉기’, ‘일어서기’, ‘손 흔들기’, ‘주먹질’, ‘발차기’, ‘가리키

기’이다. 각 입력 영상에 대한 실루엣은 원본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나 그림 6에 보여진 바와 같이 그림자가 포

함되거나 잡음이 섞이는 등 실제 응용에서 획득되는 실

루엣의 형태와 유사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a) 그림자 포함 (b) 인체 일부 정보 손실

(c) 조각난 실루엣 (d) 잡음이 섞인 실루엣  

그림 2. 그림자 및 잡음이 포함된 실루엣 영상 예 
 

3.2 인식 결과 및 분석 

각 행동으로부터 핵심-포즈를 추출하고, 핵심-포즈 분포

를 생성하기 위해 한 명의 휴먼 객체에서 획득된 30개

의 비디오 클립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한 클

립으로 인식 성능을 평가하였다. 인식 결과는 표 1에 나

타나 있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인식 성능은 평균 87.9%를 보였

으며, 동일한 데이터 셋에 대해 Weinland 등[3]은 93%의 
성능을 보였다. 이 수치는 Weinland 등의 논문에서 발췌

한 값이다. 제안한 방법의 인식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기

는 하지만 적은 수의 템플릿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높

은 인식률을 보였으며, 수행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을 가

진다. 반면 Visual Hull을 생성하여 3차원으로 행동을 표

현한 뒤 인식을 수행하는 Weinland 등의 방법은 계산량

이 많아 실 세계로의 응용에는 제약이 있다. 
인식 결과를 살펴 보면 ‘앉기’, ‘일어서기’, ‘주먹질’, ‘발

차기’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이는 이들 행동들이 다른 행동들에 비해 실루엣의 변화

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시계보기’, ‘팔짱 끼기’, 
‘머리 긁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률을 보였다. 이는 
외형의 변화가 다른 행동에 비해 작으며, 신체의 일부로 
다른 신체를 가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행동의 특성

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러 가

지의 시점 중에서, 4번째 시점에 대한 비디오 클립에서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데 이는 행동을 취한 사람과 
평행한 측면에 위치에 있기에 다른 시점에 비해 움직임

이 좀더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4번째 시점

에서 ‘손 흔들기’는 낮은 인식률을 보이는 데 이는 손을 
흔들 때 몸통에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서기’ 행동

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1.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행동 인식 결과 
  시점 1 시점 2 시점 3 시점 4 Overall

서기 81.5% 81.5% 85.2% 92.6% 85.2%

시계 보기 81.5% 81.5% 81.5% 92.6% 84.2%

팔짱 끼기 85.2% 85.2% 81.5% 85.2% 84.2%

머리 긁기 81.5% 85.2% 85.2% 85.2% 84.2%

앉기 88.9% 85.2% 88.9% 92.6% 88.9%

일어서기 92.6% 88.9% 85.2% 92.6% 89.8%

손 흔들기 85.2% 85.2% 88.9% 85.2% 86.1%

주먹질 96.3% 92.6% 96.3% 96.3% 95.3%

발차기 96.3% 88.9% 92.6% 96.3% 93.5%

가리키기 85.2% 85.2% 88.9% 92.6% 87.9%

Overall 87.4% 85.9% 87.4% 91.1% 87.9%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루엣을 이용한 외형 변화와 광류를 이

용한 모션 정보에 기반한 휴먼 행동 인식 방법을 제안

하였다. Hu 모멘트[9]에 기반한 실루엣 간의 비교를 통

해 핵심-포즈를 하였다. 또한 Radon transform[12]을 이용

하여 포즈에 대한 특징을 나타냈으며, 입력 비디오 시퀀

스에 대한 핵심-포즈들의 히스토그램으로 핵심-포즈 분

포를 구성하여 인식을 수행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템

플릿과 입력 영상과의 일대일 매칭을 수행하는 기존 방

법과 달리 핵심-포즈 분포 간의 매칭을 수행함으로써 매

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인식 성능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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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IXMAS 데이터 셋을 이용한 실험에서 평균 87.9%를 

보였으며, 이는 적은 수의 템플릿을 이용함에도 불구하

고 높은 인식률을 보인 것이다. 적은 수의 템플릿을 사

용하는 만큼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도 빠르다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실루엣을 이용하여 인식을 수행하기 때

문에 포즈들이 신체 구성 요소 간의 가려짐을 포함하거

나 행동이 몸통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인식에 
실패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향

후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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