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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템플릿과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깊이 영상 기반의 

사람 행동 인식

Depth Image-Based Human Action Recognition Using Convolution Neural Network 

and Spatio-Temporal Tem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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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method is proposed to recognize human actions as nonverbal expression; the proposed method is 

composed of two steps which are action representation and action recognition. First, MHI(Motion History Image) is used in the 

action representation step. This method includes segmentation based on depth information and generates spatio-temporal 

templates to describe actions. Second,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which includes feature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is 

employed in the action recognition step. It extracts convolution feature vectors and then uses a classifier to recognize actions. 

The recogni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demonstrated by comparing other action recognition methods in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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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상생활에서 사람은 언어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사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

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연

구가 중요하다[1]. 그래서 의사 표현 또는 정보를 교환하는 비언

어적인 표현을 인식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들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표정, 제스처, 행동 등을 볼 수 있는데 

표정, 시선, 제스처, 걸음걸이와 같은 경우는 사람의 특정 부위의 

변화를 인식한다[2-4]. 반면, 사람의 행동은 몸 전체를 통해 이

루어진다. 사람은 복잡한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현재, 많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인식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몸 전체를 인식하는 시스템은 특정 부분을 인식하는 시스

템 보다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몸 전체를 인식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5, 6]. 

행동을 인식하는 시스템은 센서 기반의 방법과 시각(카메라) 

기반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센서 기반의 방법은 사람의 

몸 관절에 센서를 부착하여 얻어진 변위 값을 이용하여 행동을 

인식한다[7]. 이 방법은 센서와 같은 장치를 몸에 붙이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며, 항상 같은 부위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초

기 교정이 어렵다. 그리고 무선 방식이 아니라면 연결된 케이블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 입력이 불가능하여 보편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용되는 장비가 고가이고 실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 

반면에, 시각 기반의 방법은 카메라만을 통해 인간의 행동 정

보를 분석하여 인식한다[8, 9]. 이는 실험에 쓰이는 기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실시간으로 행동 인식을 보인다. 이 접근 방법은 카

메라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센서 기반의 방법에 비해 실험 

환경이 단조롭고 장치의 부착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제안된 시스템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람 행동들을 

인식한다.

시각 기반의 행동 인식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기본 행동, 스

포츠 행동, 영화 행동 등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에 따라 나뉜다. 본 

논문은 시각 기반의 방식을 통하여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기본 

행동 6가지(걷기, 구부리기, 뛰기, 앉기, 손 흔들기, 발차기)를 다

룬다. 이러한 행동들은 감지 시스템에서 이상 행동들을 인식하는

데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행동 인식 방법들은 2가지 단계(행동 묘사 

단계와 행동 인식 단계)로 구성된다. 행동 묘사 단계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고 행동 인식 단계는 분류기를 통해서 

특징들을 행동들로 인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2가지 단

계에 대한 사전 연구를 들을 수 있다. 템플릿 기반의 행동 묘사 

방법과 분류기 기반의 행동 인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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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entire system

첫째, 템플릿 기반의 행동 묘사 방법은 행동을 인식할 때, 행동

은 하나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정

보가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과 현재의 영상들에서 정보를 취

합한다. 이때 이러한 정보들을 템플릿으로서 생성하게 된다. 이러

한 시공간 템플릿의 대표적인 방법은 움직임의 방생한 위치를 나

타내는 MEI(Motion Energy Image)와 움직임의 발생 시간에 따

라 밝기 차이를 보이는 MHI(Motion History Image)를 들을 수 

있다[10]. 이 방법들은 이전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정보와 함께 나타나는 템플릿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 걸음걸

이, 자동차, 제스처와 같은 움직이는 물체를 쉽게 다룰 수 있다. 

게다가,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다.

둘째, 분류기 기반의 행동 인식 방법은 객체 분류에서 많이 사

용되는 다양한 분류기들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인식한다. 행동 

인식에서 사용되는 분류기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인공 신경망 등이 있다[11, 12]. 

이러한 분류기는 행동 묘사를 통해 관측된 특징들을 분류하여 사

람의 행동을 인식하게 된다. 본 논문은 행동 인식의 성능을 개선

하기 위해 인공 신경망 중에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다른 

분류기들 보다 행동 인식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13, 14]. 

본 논문은 행동 인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간 템플릿

과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한 방법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먼저, 2장에서 제

안된 시스템의 전체 구성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 사람 행동 

묘사 방법을 나타내고 4장에서 사람의 행동 인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 실험한 결과 및 분석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6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나타낸다.

2. 전체 시스템 구성

본 논문은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실내 환경의 단일 객

체의 행동, 고정된 카메라의 깊이 정보를 사용한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실내에서 고정된 카메라

의 깊이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 행동 묘사를 수행하고 행동을 인

식한다. 전체 시스템은 영상 분할, 노이즈 제거 및 홀 메움, 

MHI, MHI 사이즈 조절, 정규화, 컨볼루션 신경망의 세부 사항들

로 이루어져 있고 순서대로 수행된다.

먼저, 사람 행동 묘사 단계는 영상 분할, 노이즈 제거 및 홀 

메움, MHI로 구성된다. 영상 분할은 배경과 배경이 아닌 전경을 

분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카메라에서 받아진 깊이 영

상을 통해 객체(전경)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 깊이 영상을 사용하

는 이유는 사람의 옷이 계절에 따라 바뀌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

고 있어 배경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전경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노이즈 제거 및 홀 메움은 영상 분할을 

통해 얻어진 영상에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행된다. 필터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줄이고 전경 부분에서 홀이 생기는 경우가 존

재하기 때문에 홀을 메워준다. 위의 과정들은 MHI를 생성하기 

위한 전처리와 같고 전경을 찾게 되면 이것을 사람으로 가정하고 

MHI를 수행하게 된다. MHI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전

경을 통해 정보의 중요도를 밝기 차이로 나타낸다. 이때 현재 나

타나는 전경이 가장 높은 밝기 값을 갖고 오래된 정보들은 가장 

낮은 밝기 값으로 표현된다.

또한, 사람 행동 인식 단계는 사람 행동 묘사 단계에서 얻어진 

MHI 영상을 특징으로서 인식을 수행한다. 분류기인 컨볼루션 신

경망의 구조를 간단하게 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MHI 영상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러고 나서 분류기의 계산 속도와 계산 량을 

줄이기 위해 정규화를 시킨다. 정규화는 훈련 데이터의 평균과 

입력 영상의 차이를 통해 수행된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토

대로 컨볼루션 신경망에 적용하여 행동을 인식한다.

3. 사람 행동 묘사 방법

본 논문에서 사람 행동 묘사 방법은 영상 분할과 시공간 템플

릿 생성을 포함한다. 깊이 정보를 기반으로 배경 제거, 이진화 그

리고 필터를 사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하고 나서 템플릿을 만들게 

된다. 이 방법은 계산이 간단하여 빠르게 작동한다. 이는 실루엣

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깊이 정보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깊이 정보는 컬러 정보 보다 조명, 옷의 변화에 강인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MHI에서 이전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템플릿을 생성하기 때문에 다른 특징보다 많은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원리가 간단하여 만들기 쉽고 

행동 인식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

공간 템플릿을 기반으로 행동을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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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차기 행동에 대한 MHI 생성 과정

Fig. 3 MHI generation process for kick action

3.1 전경 추출을 위한 영상 분할

영상 분할의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입력 영상은 추

출하고 싶은 전경과 제거하고 싶은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안된 시스템은 실내 환경의 정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배경 제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림 2 영상 분할 과정 영상들과 컬러 영상: (a) 컬러 영상 (b) 입

력 영상 (c) 배경 영상 (d) 차 영상 (e) 이진 영상 (f) 필터 

영상

Fig. 2 Segmentation process images and color image: (a) color 

image (b) input image (c) background image (d) difference 

image (e) binary image (f) filter image

깊이 영상 기반의 배경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배경으로부터 

전경을 효과적으로 분할한다[15]. 일반적으로 가장 먼 깊이 정보

를 갖는 부분은 배경이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전경이 된다. 

그런데 만약 형광등과 같은 빛이 들어오거나, 바닥에 코팅이 되

어 있다면 빛이 반사되어 입력 영상에 노이즈가 발생한다. 

그래서 미리 배경 깊이 정보를 가지고 현재 입력으로 들어오

는 깊이 정보와 차 영상을 만든 후 임계치를 통해 노이즈를 제

거하고 전경을 찾아낸다. 왜냐하면 깊이 정보가 큰 경우는 일반

적인 배경이고, 너무 가까운 경우는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야 하

는데 본 논문의 경우는 사람의 몸 전체를 통해 행동을 인식하기 

때문에 카메라 바로 앞에 사람이 있으면 모든 정보들이 가까운 

값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2가지의 임계치를 정해서 배경을 분리

하고 전경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얻어진 영상은 흑백 영상이다.

배경 제거를 통해 얻어지는 영상은 흑백인데 이후에 생성할 

템플릿은 이진 영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진화를 필

요로 하는데 이진화를 할 때 노이즈와 같은 불필요한 정보도 배

경이 아닌 전경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주어 중요

한 값은 살리고 불필요한 값은 줄이고 나서 필터링을 하여 중요

치 않는 요소들을 제거한다. 가중치를 주어 이진화를 하는 수식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여기서,   는 배경 제거를 통해 얻어진 전경 영상(흑백 

영상)이고, 는 가중치이며,    는 이진화 과정을 거친 

이진 영상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이진 영상을 얻은 후에도 노이즈와 같

은 불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하여 노

이즈를 제거한다. 이때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알

려져 있는 미디언 필터를 사용한다. 미디언 필터의 윈도우 사이

즈는 5x5를 사용한다. 필터를 사용한 후 사람 영상에 공백이 생

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것은 객체의 지역 경계를 추적하

여 그 공백을 메운다. 마침내, 이렇게 얻어진 이진 영상을 가지고 

행동 묘사를 하기 위한 템플릿을 생성하게 된다.

3.2 시공간 템플릿을 이용한 사람 행동 묘사

시공간 템플릿을 이용한 사람 행동 묘사는 그림 3과 같이 나

타난다. 이는 그림 2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발차기 행동에 대한 

MHI 영상이다. 

이러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전처리를 통해 얻어진 이진 영

상을 토대로 템플릿을 생성한다. 사람의 행동은 사람 검출, 얼굴 

인식 또는 포즈 인식과 같이 단 하나의 영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의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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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각의 행동에 대한 시공간 템플릿

Fig. 4 Spatio-temporal templates for each action

그림 5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 및 과정

Fig. 5 Architecture of convolution neural network

필요로 한다. 

그래서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연이은 영상의 정보들을 사용하

여 시공간 템플릿을 만드는데 MHI를 통해서 얻게 된다[16]. 정

보에도 중요도가 있는데, 이전 정보들 중에도 중요한 것과 덜 중

요한 것이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점점 

지워지고 사용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정보들의 

중요도는 제일 높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사람이 손을 들으면 점점 손이 올라가는 영상이 들

어온다. 이때 처음에 있던 정보들이 시간이 점점 중요도가 떨어

지게 되는데 그것을 값을 줄이면서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새롭

게 손이 올라가는 모습은 최대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MHI

를 통해 얻어지는 영상을 보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볼 수 

있다. MHI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고 사람의 행동을 인식

하는데 적합하다. MHI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

   i f    max      (2)

여기서, 영상들로서     는 이전 MHI 영상이고, 

   는 현재 MHI 영상이며,      는 현재 이진 영

상이다. 또한, 파라미터로서 는 중요도 중에 가장 높은 값이고, 

는 중요도가 줄어드는 값(감쇠 계수)이다. 

현재 들어오는 이진 영상(    )의 픽셀 값이 1이면 

MHI 영상의 픽셀 값이 최고치로 표현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픽

셀 값이 0인 경우)에는 이전 MHI 영상의 픽셀 값에 감쇠 계수를 

빼서 최저치인 0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취한다. 그래서 점점 사

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픽셀은 음의 값이 아닌 0으로서 표

현된다. 이것은 그림 3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림 3의 

위쪽 영상들은 시간에 따라 생성되는 이진 영상들이고 아래의 영

상은 이진 영상들을 식 (2)에 적용한 MHI 영상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각각의 행동에 대한 시공간 템플릿들은 그

림 4와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MHI 영상들을 토대로 행동 인식

이 수행된다. 

4. 사람 행동 인식 방법

본 논문에서 사람 행동 인식 방법은 행동 묘사를 통해 얻어진 

시공간 템플릿을 컨볼루션 신경망에 적용하여 인식하고자 하는 

행동들로 분류한다. 이 방법은 인공 신경망 방법 중의 하나이며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특징 추출과 분류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특징 맵을 만들

고 나서 특징 벡터를 기반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컨볼루션 신경

망은 많은 계산 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HI 영상들의 크기를 

조절하고 정규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속도와 계산 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템플릿의 크기 조절과 정규화를 통한 정보들을 컨볼루

션 신경망에 적용하여 행동을 인식하게 된다.

4.1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사람 행동 인식

사람 행동 묘사 방법을 수행한 후 얻어지는 MHI 영상들은 크

기가 동일하지 않고 신경망의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를 감소시켜 동일하게 만들게 된다. 또한, 정규화를 위해 학

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다. 이러한 정규화 과정

은 데이터의 값의 범위를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들을 그림 5와 같은 컨볼루션 신경망구조

에 적용하게 되게 된다[17]. 컨볼루션 신경망은 그림 5에서 나타

나듯이 컨볼루션 층(C-layer)과 풀링 층(MP-layer)을 통해 특징

을 추출하게 된다. 

컨볼루션 층은 해당 커널을 적용하여 필터처럼 컨볼루션을 수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풀링 층은 커널 내에 지역적으로 최댓값을 

추출하여 매핑하는 것이고 국소적인 영역을 더 크게 하고 축소 

샘플링(Down sampling)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 신경망

이기 때문에 컨볼루션 층의 커널들에는 가중치들이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컨볼루션 층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wher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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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Bend Hand Kick Run Sit Walk

Bend 100 0 0 0 0 0

Hand 0 100 0 0 0 0

Kick 0.03 0 99.91 0.03 0 0.03

Run 0.09 0 0 98.87 0 1.04

Sit 0.04 0 0 0 99.96 0

Walk 0 0 0.15 0.85 0 99

표    1 각각의 행동에 대한 인식률 (A: 실측 P: 예측)

Table 1 Recognition accuracy for each action 

(a)

(b)

그림 6 컬러와 깊이 영상 분할 비교

Fig. 6 Comparison of color and depth image

식 (3)은 x의 입력 영상과 x의 컨볼루션 커널이 있을 

때 수행된다. 여기서, 는 뉴런들의 가중치이고 는 뉴런들의 

입력 값이며 는 바이어스이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다음과 같이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최종 값이 된다.

                       (4)

여기서, 는 활성화 함수를 의미하고 는 결과 값이다. 활성화 

함수는 입력 정보의 합성 값을 다른 층으로 전달하는 함수로 입

력 정보의 결합 값을 일정 범위의 값으로 전환해주는 함수이다.

또한, 풀링 층은 2가지(Mean-Pooling, Max-Pooling)가 존재

하는데 이는 부 샘플링(Sub sampling)과 축소 샘플링을 의미한

다. 본 논문에서는 최대화를 하는 축소 샘플링 방식을 사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컨볼루션과 풀링 과정을 그림 5와 같이 반복하여 

500x1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특징 벡터를 

통해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의 마지막 부분인 분류기에 적용하여 

가장 높은 값을 갖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5. 실험 결과 및 분석

5.1 실험 환경

본 논문은 실내 환경에서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얻어지는 깊

이 영상을 기반으로 실험하였다. 카메라에서 30 fps로 영상을 받

아오고 시야각은 수평 57도이고 수직 43도이다. 그리고 카메라와 

사람의 거리는 대략 4~5m이다.

인식하고자 하는 행동은 총 6가지(걷기, 구부리기, 뛰기, 앉기, 

손 흔들기, 발차기)로 구성하였으며 정면, 좌, 우 방향에서 나타는 

영상을 포함하고 있다. 6가지의 단일 행동들에 대해 총 45,000개

(각각 3,000~5,000개)의 영상을 사용하였고 학습과 평가는 각각

의 행동의 영상들의 1/2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5.2 사람 행동 묘사 방법의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깊이 정보를 기반으로 시공간 템플릿인 MHI를 

사용하여 행동을 묘사하였다. 깊이 정보와 컬러 정보의 비교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난다. 컬러 정보의 경우, 하의의 색상과 배경

의 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보를 손실하게 된다. 반면에 깊이 

정보는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중요한 정보들은 나타나게 된다.

또한, 현재의 입력 영상에서 얻어지는 행동 묘사는 행동 인식

에서 정보가 부족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하나의 영

상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

므로 연이은 영상에서 시공간 정보를 포함하는 그림 4와 같은 

템플릿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5.3 사람 행동 인식 방법의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사람 행동 인식 방법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총 인식률은 99.84%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행

동에 대한 성능은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모든 행동들에서 인식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세부

적으로 확인해보면 구부리기와 손 흔들기 행동은 데이터 전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반면 그 외 행동들은 오 분류들이 이루어졌

다. 그 중에서도 걷거나 뛰는 행동은 다른 행동들에 비해 낮은 

인식률을 보이는데 이는 걷거나 뛰는 행동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특징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 행동 

인식 방법들을 비교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징 추출 방법과 분류 방법을 비교하였다. 특징 추출 방법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공간 템플릿에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18]를 적용한 것이고 분류 방법은 그림 7과 같이 

SVM과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제안된 방법과 비교하

였다.

그림 7과 같이 실험에서 다른 방법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전체 행동들에서 대체적으로 제안된 방법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인식 성능

이 기존의 방법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통해 사람 행동 인식에 대한 실험 결과 예시는 그림 8과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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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식 성능 비교

Fig. 7 Comparison of recognition performance

그림 8 제안된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 예시

Fig. 8 Example of experiment results for proposed method

6. 결  론

본 논문은 사람 행동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간 템플

릿과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여 깊이 영상 기반의 사람 행동인

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깊이 영상을 통해 객체를 

찾고 MHI를 사용하여 사람 행동 묘사를 하였다. 또한, 컨볼루션 

신경망에 MHI를 적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였다. 실험 결과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기존의 방법들보다 높은 인식 성능을 보

여주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람 행동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에서 뛰는 행동과 걷는 행동에서 인식 성능이 

다소 낮아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거나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동적인 환경과 복잡한 행

동들을 추가하여 다양한 실험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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