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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간의 동작 인식은 가상 현실 시스템 및 게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요소 기술 중 하나로써, 최근까지

그연구과활발히진행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빠르고정확한동작인식을위해, 실루엣과모션특징이결합된방법을제안한

다. 제안하는방법은전역 특징을 이용한후보 동작선정및지역특징을 이용한 검증 2 단계로 구성된다. 전역 특징은Motion

History Image의 Hu 모멘트를 이용해 계산되며, 후보 동작의 선정은 이들의 통계치를 이용해 결정한다. 한정된 후보 동작들

중 입력 동작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공간 및 방향성 비닝 기법으로 추출된 광류와 실루엣 특징을 지역 특징으로 이용한다.

최종 인식 결과는 Hu 모멘트 통계치와의유사도 및지역특징의학습을 통해 생성된 Support Vector Machine의 결과를고려

하여 결정된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세계에서 사용 빈도가 높으며 동작의 변화가 큰 13 개의 제스처를

선정하여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연산 시간은 50 ms, 인식 정확도는 95%임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인간의 동작 인식은 컴퓨터 비전 분야의 중요한 요소 기술 중 하

나로써, 대용량 비디오 데이터 관리 및 검색, 동영상 분류, 가상 현실

시스템, HCI(Human Computer Interface) 및 게임 등에 적용이 가능

하다. 동작 인식과관련된연구는최근까지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크

게 지역, 전역 접근법 두 가지로 분류된다.

지역 접근법은 인간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지역적인 시공간

(spatio-temporal) 특징을 이용한다. Neibles은 시공간 관심점(interest

point)의 확률분포를 학습하기위해 BoW(bag of words)와 유사한 방

법을 제안하였다.[1] Íkizler는 복잡한 환경에서정확한 동작 인식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관절의 모션 모델을 이용하였다.[2] 그러나 기술된 지

역 접근법들의 한계점은 연산 시간이 크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전역 접근법은입력 영상내 동작을 하나의특징으로나타내기위

해 광류(optical flow)와 같은 전역 특징을 이용한다. Efros는 축구 경

기 내선수의동작을인식하기위해광류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이

용하였다.[3] Bobick 등은 3차원 시공간모양 특징을이용해사람의동

작을나타내었다.[4,5] 전역 접근법은지역특징을활용할수없는문제

로 인해 인식의 성능이 지역 접근법에 비해 낮은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접근법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 접근법의 장점

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먼저 사람의 실루

엣(silhouette) 전역 특징을 이용해 인식해야할 동작의 클래스를 한정

한 후지역특징을이용해입력동작을정확히인식한다. 이때지역특

징은 밀집된 블록(block) 기반 광류 특징이 이용된다. 이와 같은 접근

법을 선택한 이유는 동작 인식의 정확도 향상과 함께 실시간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실루엣과 모션 특징을

이용한 동작 인식 방법을 설명한 후 3절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하는 방법

2.1 전역 실루엣 특징

동작 인식을 위한 전역 특징 f으로는 MHI(Motion History

Image) [4]에서 추출된 Hu 모멘트[7]를 이용한다. MHI는 모션이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시간 템플릿으로써, 입력 시퀀스 

가 주어진 경우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i f  
max      otherwise

(1)

여기서 는 이동(movement)의 양을 결정하는 변수이며, 는

모션이발생한영역의이진영상 시퀀스를의미한다.  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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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흐름도

칼라 값을 가지며 최근에 이동한 동작일수록 큰 값을 가진다.

 가 주어진 경우 각 동작별 분별력이 크며, 스케일 및 이

동(translation)변화에 강인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Hu 모멘트 를

이용한다. 를  에서 계산된  차수의 정규화된 중심

모멘트로 정의할 경우 (    )와 f 는 각각 식 (2), (3)과

같이 계산된다.

         
 

      

     

          

        

        

  

         

       

(2)

f    (3)

2.2 지역 광류 특징

광류는신체의이동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수 있는중요한특

징이다. 하지만순수한광류템플릿을이용해모션정보를추출할경우

연산 시간의 증가, 특징값의 차원 증가 및 지역적인 광류 정보의 획득

이어려움과같은문제가있다. 이와 같은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본논

문에서는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ants)에 사용된 공간 및

방향성비닝(binning) 기법을이용한다.[6] 각각의 ∈   × 

번째 빈과 방향 ∈   에 대한 광류 히스토그램

는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

⋅ (4)

여기서 ,  , u는 각각 에서 계산된  픽셀의 광류 값,  번재 블

록 내 픽셀의 수,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함수 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i f  ≤ 
 otherwise

(5)

정확한 동작 인식을 위해, 와 함께 실루엣의 지역적인 특

징을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지역적인 실루엣 특징 는 앞서 기

술한광류 특징과 유사하게  번째블록에포함된객체픽셀의비율로

계산된다. 그리고지역특징 f 는 와 를결합하여구

성된다.

2.3 동작 인식

빠르고정확한동작인식을위해, 본 논문에서는전역특징을이용

한 후보 동작 선정 및 지역 특징을 이용한 검증 2 단계로 구성된 방법

을 이용한다. 그림 1은 제안된 동작 인식 방법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f 가 주어진 경우, 전역 특징을 이용한 후보 동작 선정은 식

(6)과 같이 학습을 통해 생성된 Hu 모멘트 통계치와의 Mahalanobis

[8] 거리 P f를 이용해 계산한다.

P f  f 
 

    (6)

여기서 ∈는 인식해야할 동작의 클래스 레이블을 의미

하며, 와 는 각각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 f
의 평균 벡터, 공

분산행렬을의미한다. P  f의값이클수록 f 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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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셋 구성

동작 이름 대표 영상 동작 이름 대표 영상

A1

인사

A2

박수

A3

발차기

A4

안녕

A5

양손 들기

A6

점프

A7

걷기

A8

띄기

A9: 펀치
A10

오른손 들기

A11

왼손 들기

A12

O 모양

A13

X 모양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 80 20

A2 100

A3 98 2

A4 98 2

A5 100

A6 2 96 2

A7 90 10

A8 2 98

A9 100

A10 98 2

A11 2 98

A12 4 96

A13 6 94

그림 2. 제안하는 방법의 동작별 인식 성능

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으므로 후보 동작의 선정은 P f

와클래스별 거리임계치  max  f
cc와의비교를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은 f 를 이용해 후보 동작중 입력 동작과 가장유사한동

작을 검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분류기로써 SVM(Support Vector

Machine) [9]을 이용한다. SVM은 최대 마진(margin) 분류기 방법들

중 하나로써, 식 (7)과 같이 서포트 벡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선형

결정(decision) 평면  f 를 찾는 이진(binary) 분류 방법이다.

 f   
  



 f⋅f   (7)

여기서  ,   는학습을 통해결정된서포트벡터의 가중치

및클래스레이블을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동작인식의정확도향상

을 위해식 (7)의 이진 선형 SVM 대신 RBF(radial basis function) 커

널이 적용된 비선형 SVM을 이용한다.

최종적으로 f 의인식결과는 P f 와 SVM의결과

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P  f 의 값이 가장 큰 경우 인식을 하지 않는다.

2) 모든 에 대해 P  f의 값이  보다 작은 경우 인

식을 하지 않는다.

3) 후보 동작중 SVM의 결과가하나의동작에대해서만 양(posi-

tive)의 결과를 출력한 경우 그 동작을 인식의 결과로 이용한다.

4) 후보 동작 중 SVM 결과가 두 개 이상의 동작에 대해서 양의

결과를 출력한경우 그중 P f  값이 가장큰클래스

를 인식의 결과로 이용한다.

3. 실험 결과

본절에서는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과 제안하는 방법의 동작인

식 성능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실험은 Pentium IV 2.66GHz, RAM

2GByte 메모리를가진 PC상에서수행되었으며, OS 및 개발툴은 각각

Window XP, Microsoft Visual C++을 이용하였다.

KTH 셋[10]은 동작인식을위한대표적인데이터셋으로많은문

헌에서 성능 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작의 수가 6 개로

비교적 적으며, 그 중 세 동작은 손 움직임 나머지 세 동작은 발 움직

임으로써동작의변화가크지않은문제가있다. 본 논문에서는제안하

는 방법의 성능을좀 더 도전적인 데이터셋에 대해 적용하고 그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13개의 동작(각 동작별 100 시퀀스)으로 구성된 데

이터 셋을 생성하였다. 표 1은 13 개 동작에 대한 시퀀스별 대표 실루

엣 영상을 보여준다. 실루엣 영상은 키넥트(Kinect)와 Microsoft에 제

공한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11] 이

는 기존의 배경제거 방법[12]에 비해 사람 영역을 매우 정확하고 빠르

고강인하게검출할수 있음을확인하였기때문이다. 표 1을 통해확인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만든 데이터 셋은 KTH 셋에 비해 동작의 수가

많으며 동작별 변화도 큰 도전적인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 영상의크기는  × 이며, 각클래스별 50 시퀀스를이

용해 Hu 모멘트 통계치 및 SVM을 훈련하였으며 나머지 50 시퀀스를

테스트에 이용하였다. 영상 내 사람의 영역은 종횡비를 고려하여

 × 으로 정규화 하였으며, 사람의 동작은 약 1초 동안 지속된

다는 가정 하에 의 값은 30으로 설정하였다. 지역 광류 및 실루엣 특

징 추출을위한블록의수는  × 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산시간

의 개선 및 인접한 프레임 사이의 사람 실루엣은 큰 차이가 없다는점

으로 인해 광류는 3 프레임의 간격으로 계산하였으며, 누적된 10 개의

f 을 SVM 훈련을 위한 특징 벡터로 이용하였다.

그림 2는 제안하는 방법의 동작별 인식 성능을 혼동(confusion)

행렬 형태로 보여준다. 혼동 행렬의  원소는  동작을  동작으

로인식하는정확도를보여준다. 따라서대각원소의값이클수록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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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안하는 방법과 [4]의 성능 비교

인식 정확도 (%)

[4] 53.6

제안하는 방법 95.8

성능이높음을의미한다. 제안하는방법은대부분의대각원소값이 95

를 넘는 높은 인식도를 보여준다.

제안하는방법중지역특징의성능을평가하기위해 [4]와의 성능

을비교해보았다. [4]는 MEI와 MHI를 함께이용해 동작인식을수행

하며, 입력 동작과 데이터 셋 내의 유사도는 식 (6)과 같이 계산된다.

표 2는 제안하는 방법과 [4]의 성능을 비교해 보여주며, 표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듯이 공간 및 방향성 광류와 지역 실루엣 특징의 사용으로

인해성능이매우향상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제안된방

법의 연산시간은 50 ms로써, 초당 20장의  ×  영상을 처리할

수 있어 실시간 처리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역 특징을 이용한 후보 동작 선정 및 지역 특징

을이용한검증 2 단계로구성된동작인식 방법을제안하였다. 인식의

결과는 MHI의 Hu 모멘트로 계산된전역특징과 공간 및 방향성 비닝

기법으로추출된 광류와실루엣특징으로구성된 지역특징을함께 고

려하여 결정되었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세계에

서 사용 빈도가 높으며 동작의 변화가 큰 13 개의 제스처를 선정하여

데이터셋을구성하였으며, 실험 결과제안하는방법의연산시간은 50

ms, 인식 정확도는 95%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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