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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분류기를 이용한 인간의 행동분류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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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classification of Human Using Fuzzy-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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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human-robot interaction, a robot should recognize the meaning of human behavior. In the case of static 

behavior such as face expression and sign language,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single image is sufficient to deliver 

the meaning to the robot. In the case of dynamic behavior such as gestures, however, the information of sequential 

images is required. This paper proposes behavior classification by using fuzzy classifier to deliver the meaning of 

dynamic behavior to the robot. The proposed method extracts feature points from input images by a skeleton model, 

generates a vector space from a differential image of the extracted feature points, and uses this information as the 

learning data for fuzzy classifier. Finally, we show the effectiveness an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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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인간-로  상호작용(HRI:Human-Robot Interaction)기술

은 인간과 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한 

기술이다. 주요 연구기술 분야는 상황인식  인간의 행동

인식에 한 것이다. 로 이 인간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

기 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인식해야한다 [1]. 재 인간과 

로 간의 행동인식은 손을 이용한 수화인식, 손 제스처, 인

간의 표정에 의한 단일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다. 인간의 행

동을 인식  분류 하는 것은 인체의 각 부 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력 상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특정 역들을 식

별하고 각 역들이 하나의 의미를 갖기 해 어떻게 변화

하는 지 알아야 한다. 이처럼 인간-로 간의 상호작용을 

해서는 연속된 이미지를 처리하여 분류해야 한다.

`연속된 이미지에서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기 해서는 인

간의 특징요소를 추출해야한다. 기존의 연속된 이미지를 처

리하는 방법은 3차원 모델 이용법과 2차원 모델이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 3차원 모델 이용법은 인체 을 고 

자유도(Degree of freedom)로 모델링하기 어렵고, 고차원의 

라미터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인식하는데 부 합

하다. 2차원 모델을 이용한 인간 몸의 특징 정보를 추출 하

는 방법은 학 마커(marker)를 이용한 방법과 기하학  방

법이 있다 [4]. 학 마커를 이용한 방법은 사용 장비가 고

가이고, 몸에 마커를 부착하여야 하는 불편함  실시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기하학  2차원 모델 상 

기반은 부분 입력된 상의 차분정보를 기 으로 단순한 

행동인식(앞,뒤,좌,우)을 수행한다 [5]. 이러한 단순 정보로는 

정확하게 인간의 행동을 인식할 수 없다. Zhang은 임의의 

한 시 에서 정지된 상의 인간 신체의 치 측정을 해 

3단계 계층 모델을 제안하 다 [5]. 3단계 계층 모델은 동  

로그래 을 통하여 인간 신체 윤곽을 단계 으로 표시하

고 이를 Sequential Monte Carlo(SMC) 기법을 이용하여 인

간 신체를 찾아낸다. 단일 이미지에서의 인간 신체를 탐색

하는 것은 우수한 성능을 보이나, 연속된 상에서는 인체 

모델의 움직임에 용할 수 없고 상으로부터 실시간 특징 

벡터 추출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행동 인식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2차원 모델의 인간 행동분류를 한 특징 을 

추출하기 하여 가상인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하고, 차분정

보를 추출하여 인간의 행동 특징들을 표 할 수 있는 차

원 벡터 공간을 생성하고, 생성된 특징 벡터 공간을 기반으

로 퍼지분류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분류를 수행한다. 마

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인간 행동분류의 실  가능성을 보인

다.

2 . 특징  추출

2차원 모델의 인간 행동인식  분류를 하기 해서는 연

속된 이미지로부터 움직임 역의 정확한 특징 을 찾아야 

한다. 본 논문은 입력 상으로부터 인간의 특징 을 찾기 

하여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하여 특징 을 추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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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가상 인간 스 톤 모델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은 인간의 움직임을 요한 

의 치만으로 표 하는 특징벡터 표  방식이다. 스 톤 

모델은 인간 행동을 표 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델로 

인간 행동 분석이 용의하고 표 이 단순하기 때문에 행동분

석에 많이 사용된다. 인간 신체 DB를 이용하여 신체의 구조

 비례 정보를 구하여 막 형 특징  추출 방식인 스

톤 모델 형태를 사용한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생성한

다. 본 논문에서는 총 11개의 특징 을 사용한다. 특징 간

의 거리는 신체 비례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넓이에 따라 계

산된다. 생성된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신체 비례 정보로 구성된 가상 인간 스 톤 모델

Fig. 1 Virtual human skeleton model made by body ratio 

informations 

가상인간 스 톤을 생성을 한 시스템은 그림 2와 같다. 

입력된 상에서 인간의 스 톤 추출은 OpenCV에서 제

공하는 얼굴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속된 이미지로부

터 찾아내고 얼굴의 크기로부터 인체의 비례 정보를 생성한

다 [6]. 한 피부색상을 이용하여 얼굴 역을 제외한 부분

에서 인간의 손 역을 검출하고 이미지의 시간  정보

(TG:temporal gradient)  공간  정보(SG:spatial 

gradient)를 합성한 하이 리드 실루엣을 추출한다. 탐색된 

손 치와 얼굴의 치, 추출된 하이 리드 실루엣에서 어깨

선을 추출하고 가상 인간 스 톤 모델로 표 한다.

그림 2  가상 스 톤의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configuration of Virtual skeleton

2 .2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한 특징  추출

입력된 상으로부터 가상 인간 스 톤 생성을 해서는 

먼  실루엣을 추출하여야 한다. 인간의 실루엣을 추출하기 

하여 연속 인 상 정보를 시간t 에 해서 식 (1)과 같이 

정의 한다. 여기서,    는 입력 상의 픽셀 정보,   는 

입력 상의 RGB 정보이고, ,  , 은 

시간 에 해서 입력 상의 RGB 픽셀 정보이다.

      
       (1)

     

공간상 정보와 시간상 정보는 다음 식 (2)와 같이 표 된다. 

두 정보는 실수 형태의 값을 가지므로 매핑(mapping) 하여 

실수형으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2)

이들 공간상 정보와 시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볼록합을 취하여 하이 리드 실루엣을 추출한다. 여기서   

는 볼록합 라미터이며, 이 라미터 를 조 함으로써 

략 인 인간 몸의 실루엣을 얻는다. 

 


              (3)

입력된 상의 정확한 손의 특징 을 추출하기 해 Peer

의 색상 모델을 이용한다. Peer의 색상모델을 이용한 손 탐

지는 손의 피부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기법이 간단하고 

수행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Peer의 색상 모델은 정확한 색상 

역 보다는 부정확한 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 정보와 색상 정보를 혼합하는 다음 식 (4)와 같은 

색상 정보를 사용한다 [7].

 
 ,            (4)

여기서   는 Peer의 색상정보에서의 피부색 역을 나타낸

다. 손의 치를 탐지하기 하여 히스토그램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연속 인 상에서 Peer의 색상 모델을 이용하여 

피부색 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피부색 역 정보로부터 피

부색 정보가 담긴   상의 히스토그램을 만든 뒤 평균값 

이동 기법을 사용하여 얼굴의 치를 제외한 피부색 정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손이라 단함으로써 최종 으로 손의 

치를 추  한다. 

그림 3  손 치 추출

Fig. 3  Extraction of han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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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V에서 제공하는 얼굴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신체

비례정보를 생성하고,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이용하

여 하이 리드 실루엣을 추출한 후 손 치를 탐지하면 입

력된 상으로부터 가상인간 스 톤 모델이 생성되어진

다. 입력된 상으로부터 생성된 가상인간 스 톤 모델의 

신체구조비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좀 더 강인한 특징 벡

터를 추출하기 하여 스네이크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스네

이크는 상잡음에 보다 강인한 면을 가지며, 주 으로 요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기반의 제한 조건들과 스네이크를 

구성하는 각 들 사이의 계를 이용하여 경계선을 얻어내

는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 [8]. 특징 벡터 동정에 사용되는 

스네이크 알고리즘은 내부와 외부 에 지 함수를 최소화 시

키는 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이다. 최종 으로 에 지 함수 

는 내부와 외부 에 지 함수의 볼록합으로 표 된다. 

 
 
 

 ,        (5)

여기서, 는 볼록합 라미터이며,  
  은 정규화 된 외

부 에 지 함수 값으로 다음 식 (6)과 같다. 

 
 




,               (6)

여기서, 가 크면 특징 값들은 실루엣에 더 민감하게 이동

을 하며, 가 작으면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의 신체 특

징 비율에 민감하게 이동한다. 에 지 함수를 최소화시키기 

해서 욕심쟁이기법을 사용하 으며, 기 픽셀이 주어졌을 

때 인 한 모든 픽셀의 에 지 값을 계산하고 에 지 값이 

작은 쪽을 새로운 특징 값으로 잡는 방법을 통해 최 의 특

징값를 찾는다. 최종 으로 입력된 상으로부터 11개의 특

징값을 추출한다.

3 . 차원 공간  특징벡터 생성

 

  입력된 상으로부터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하

여 특징값을 추출하 으나, 추상 인 단순 특징을 사용하면 

무 간단하여 복잡한 형상이나 동작을 표 하기 어렵기 때

문에 그림 4와 같이 특징값과 차분정보를 이용한 차원공

간을 생성한다.

그림 4  상의 그룹

Fig. 4  group of images

3 .1  차원 공간  특징벡터 생성

  본 논문에서 사용된 특징값은 머리 좌표, 목 좌표, 허리 

좌표, 손 좌표, 어깨 좌표, 발 좌표, 골반좌표 등으로 총 11

개의 특징값을 사용한다. 2차원 상에서의 시간에 따른 인

간의 움직임을 알아야 행동분류가 가능하므로 식 (7)을 이

용하여 연속된 상의 차분 정보를 계산한다. 


  ≤≤ ≤≤                (7)

특징 값들은 수치 으로 동일한 단 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

로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규화된 특징의 집합 는 

식 (8)과 같다. 여기서 N은 8개의 상으로 구성된 그룹의 

수로 N은 식 (7)에서 주어진 T-7이다. 

  
              (8)

특징 집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체 인 외  특징들을 표

할 수 있는 차원 벡터 공간을 생성하기 해 고유공간을 

계산한다. 먼  모든 특징 벡터에서 평균벡터 식 (9)를 구하

여 각 특징들과의 차를 구한다. 

        
         (9)

다음으로 공분산 행렬 Q에 한 고유치 와 고유벡터 e를 

구한다. 고유치분해를 하여 특이치 분해를 이용한다 [9].

   
               (10)

얻어진 고유공간에 평균 벡터 c에서 뺀 특징 집합 X를 모두 

식 (10)을 이용하여 투 시켜 차원공간을 생성한다 [9]. 여

기서 얻어진 데이터는 행동분류를 한 퍼지분류기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된다.

3 .2  행동분류를 한 퍼지분류기

인간의 행동분류는 유사 동작 간의 구분이나, 개별 인 

동작의 차이, 동작의 빠르기 등에 따라 이를 분석하는 일이 

매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분류하

기 하여 퍼지 분류기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 다. 행동

분류를 한 퍼지 분류기는 다음과 같이 식 (11)과 같은 규

칙들로 나타 낼 수 있다.

         
      

   (11)

여기서,   
는 특징 벡터들의 입력 벡터를 나타내며, 

는 i번째 규칙의 j번째 가우시안 멤버쉽 함수를 나타낸

다.  는 번째 규칙의 결론부 변수이며, 와는 번째 

규칙의 결론부 상수를 나타낸다. 최종 퍼지분류기의 출력식

은 식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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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기서,  은 퍼지 규칙의 수이다. 최종 으로 조건부의 멤

버쉽 함수와 결론부 상수는 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동정

한다.

그림 5  퍼지분류기를 이용한 행동분류

Fig. 5  Behavior-classification of human using fuzzy- classfier

4 . 실험  결과고찰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상은 웹캠(Model:M-2)으로부

터 얻은 320×240크기의 24bit컬러 상이며, 임 속도는 

10[frame/sec]이다. 실험에 사용된 입력 상은 한사람 당 8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상을 사용하 다. 총 5명의 사

람의 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6  입력 상의  

Fig. 6  Examples of input images

그림 6은 실험을 하기 한 입력 상의 이다. 실험 수

행시 행동분류 시스템은 총 8가지 행동을 인식하며 좌․우, 

앞․뒤 등의 행동방향을 인식한다. 제약조건은 단일 배경 

이미지를 이용하며, 한 사람만의 행동만을 분류할 수 있다. 

행동 분류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분류되는데 행동의 결

과에 따른 분류 행동 자체 의미부여 등으로 나뉘어 분류된

다. 입력된 각 상의 임은 600[frame/sec] 이다. 

표 1의 Ⅰ 상은 좌우 걷기, Ⅱ 한손 들고 내리기, Ⅲ 

상은 양팔 들고 내리기, Ⅳ 발 들고 내리기이다. 표 1은 입

력된 상으로부터 행동 분류에 따른 인식률을 보여 다. 

평균 인식률이 93.2% 로 본 시스템이 행동분류의 가능함을 

보 다. 하지만Ⅰ 상 인식률은 90.2%로 성능을 하시키는 

특징값의 겹침 등으로 일어나는 순간 인 오류 등은 해결해

야할 과제이다. 본 시스템은 입력 상에 인간의 모든 신체

역이 들어와야 인간의 행동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7과 같

이 인간의 신체 역 일부가 입력되지 않으면 분류가 불가능

하다.

그림 7  오인식의 (머리, 발, 손)

Fig. 7  Example of fault recognition(head, leg, hand)

비고  Ⅰ  Ⅱ  Ⅲ  Ⅳ 평균인식률

영상 1 564 582 576 562 95.2%

영상 2 542 574 582 548 93.6%

영상 3 524 566 552 562 92%

영상 4 542 558 574 548 92.6%

영상 5 534 562 552 566 92.3%

행동별

인식률
90.2% 94.7% 94.7% 92.9% 93.2%

표  1  행동분류의 인식률

T ab le 1  Fault simulation results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퍼지분류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분류를 

한 실시간 시스템을 제안하 다. 자체 수집한 인간의 행

동 상을 통해 제안한 시스템이 안정 으로 동작함을 보

다. 이를 해 가상 인간 스 톤 모델을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분류를 한 특징 정보  차분정보를 추출하여, 차원

공간을 생성하여 행동분류를 하기 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퍼지분류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분류의 가능성을 실험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 다. 향후, 

인간의 여러 행동분류를 해서는 개별 동작들의 움직임에 

한 주요 특징분석 방법에 한 연구와 상 안에 여러 사

람이 존재하는 경우 는 상 겹침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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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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