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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조인트와 조인트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제안방법은 입력되는 비디오에서 객체를 추출하고 인체의 비율정보를 이용하여 조인트를 자동추출하며 각 조

인트에 블록매칭 기법을 용하여 조인트의 움직임 정보를 얻는다. 제안방법은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 조인트의 

움직임의 방향벡터와 조인트의 x와 y좌표의 증가(+)와 감소(-)를 부호로 나타낸 것을 행동 인식을 한 기본 라메

터로 사용한다. 제안된 방법은 웹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상에서 8가지 행동에 해 실험하 으며 인간의 행동 인

식률에 있어 좋은 결과를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recognizes human activity patterns using the human body's joints and the information of the 

joints. The proposed method extracts the object from inputted video, automatically extracts joints using the ratio of the human body, applies 

block-matching algorithm for each joint and gets the motion information of joints. The proposed method uses the joints to move, the 

directional vector of motions of joints, and the sign to represent the increase or decrease of x and y coordinates of joints as basic parameters for 

human recognition of activity. The proposed method was tested for 8 human activities of inputted video from a web camera and had the good 

result for the ration of recognition of the huma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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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한 심이 

두되면서 유비쿼터스 컴퓨 , 감정 컴퓨  등 인간의 

환경에 지능 인 요소가 반 된 형태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스쳐 인식, 수화인식, 

보행패턴 인식, 행 인식 등 인간의 행동에 한 인식

은 많은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독거 노인의 증가, 슈퍼마

켓이나 편의 의 범죄행 , 인출기 등에서의 범

죄행   거리에서의 폭행 등 인간의 행  인식의 자

동 인식은 다양한 범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간 행 의 자동인식은 상 감시 시스템의 도입으

로 가능하며 재 지능형 감시 시스템으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1].

상 감시 시스템은 카메라로 입력되는 상을 컴퓨

터로 송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상분석을 통해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 다양한 

분야에 용이 가능하다[2,3]. 이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

하여 상을 분석해 인간의 행동을 인식  분류하는 것

은 인체의 각 부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를 찾아내어 분석함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과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행동

을 분류하는 과정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인간의 행동에 

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인식은 인체에 센서를 

부착하여 센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4-7]과 비디오 카

메라를 이용하여 입력된 상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징

을 검출한 후 검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행동 인식을 하는 

방법[8-11]으로 크게 분류된다.  센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인체의 특정 부 에 센서나 마커를 부착하여 이

를 응용하여 인체의 실루엣이나 윤곽선  다른 특징들

을 추출하는 방법[6-8]으로 인체의 모델과 추 이 머리

와 손 발등으로 제한되며 마커 등의 고가의 장비가 필요

하다. 한 기존의 방법들은 행  인식  자세 추정 등

을 해인체의 정보로부터 추출된 특징을 학습하고 학

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상데이터 혹은 센

서 데이터로부터 행 를 인식하거나 자세를 추정한다. 

따라서 많은 량의 학습 데이터와 복잡한 학습 알고리즘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되는 카메라 상에서 배경과의 

차 상을 이용하여 객체를 분리하고 객체의 실루엣을 

추출한 후 인체의 비율정보를 이용하여 조인트를 자동 

추출하고 추출된 조인트의 추 정보를 분류하여 인간

의 행동패턴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방

법은 추출된 조인트의 추  정보를 인간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조인트를 심으로 움직임의 방향벡터

를 이용하여 행동패턴을 분류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객체의 실루엣 추출 알고리즘과 

조인트 추출 알고리즘에 해 기술하며 추출된 조인트

의 추척으로 방향벡터에 의한 인간의 행동 패턴 분류 방

법에 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방법의 실험결과

를 기술하며 4장에서는 결론  향후 과제에 해 기술

한다. 

Ⅱ. 본  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입력 상

과 배경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객

체의 조인트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조인트  

행동패턴 분류 련된 조인트를 추 하고 그 움직임 

벡터의 방향을 분석함으로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류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안방법의 흐름

도이다.

그림 1. 제안 알고리즘 
Fig. 1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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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경모델링과 객체추출

객체 추출은 인체의 조인트를 추출하기 한  처리 

단계로서 인체의 조인트 추출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매

우 요한 단계로서 효율 인 객체 추출을 해 객체와 

배경 분리는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과 객체의 분리를 해 배경을 모

델링 하고 임계값을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리한다. 

배경모델링과 임계값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1. N 임의 배경 상의 평균( )을 구한다.

2. N 임과 평균 배경 상의 차 상의 의 평균

( )을 구한다.

3.  평균의 값을 이용하여 배경의 상한( )값

과 하한값()을 정한다. 이때 와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1)

                  (2)

임계값을 이용하여 카메라로 입력되는 24비트 컬러 

상을 R, G, B 평면으로 분리 후 (1)과 식(2)의 임계값 사

이의 값은 배경으로 그 외 역은 객체로 분리한다.  

       ≤    ≤ 

  
   (3)

여기서   는 i,j 치에서 입력 상의 화소이고 

object(객체)는 흰색(255)으로 background(배경)는 검은

색(0)으로 하여 이진화한다. 이진화된 R, G, B 평면의 결

과를 합하여 최종 결과 상을 얻는다. 이때 임계값은 다

수의 입력 상을 이용하여 실험에 의해 정하 다. 

이진화 한 결과 상은 객체 역이외의 미세 역

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모폴로지컬 필터를 이용하

여  미세 역  잡음을 제거하고 역제한을 두어 

심객체 이외의 미세 역을 제거함으로 심객체를 추

출한다. 

2.2. 실루엣 추출과 joint 추출[12]

추출된 객체로부터 실루엣 추출  조인트 추출은 논

문 [12]에서 용한 방법을 이용한다. 먼  OpenCV에서 

제공하는 외곽선 추  기법을 이용하여 외곽선을 추출

함으로 실루엣을 추출하며 그림 2의 인체모델과 인체의 

각 구조를 연결하는 16개의 조인트를 구한다. 

            

(a) (b)

그림 2. 인체모델과 joint 
(a) 인체 모델 (b) 인체모델의 joints
Fig. 2 Human body's model and joints

(a) Human body's model 
(b) Joints of human body's model 

각 조인트의 검출은 얼굴의 세로의 길이와 가로길이

를 기 으로 [12]의 각 인체 역에 한 비율을 이용한

다. 얼굴 역의 길이는 OpenCV에서 제공하는 얼굴 탐

색 기법을 용하여 구하 다. 인체의 치수는 각 사람

마다 다르며 조인트 추출 시 정확한 조인트의 치를 검

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체치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1

차 인 조인트를 검출하고 각 사람마다의 조인트 치

를 보완하기 해 추출 객체의 인체 실루엣에서 코

을 추출하고 추출된 코   1차 조인트와 가장 가까

운 코 을 선택하여 최종 조인트를 결정하는데 사용

한다.

2.3. 조인트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행동 패턴 인식 

인간의 다양한 행   본 논문에서는 의자에 앉기, 

한팔 들어올리기(오른쪽, 왼쪽), 양팔 들어올리기, 한다

리 들어올리기(오른쪽, 왼쪽), 쪼그리기, 걷기 등 8가지

의 행동을 인식한다. 16개의 조인트  각 동작에 따라 

움직임이 발생하는 조인트는 소수이며 한 각 조인트

의 움직임 방향도 동작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행동 인식을 한 라메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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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ⅰ) 변화 조인트 

- 인간의 행동에 따라 움직임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며 

다른 행동과 구별이 가능한 조인트

ⅱ) 조인트 움직임의 방향벡터(DV)

- 움직임 벡터가 변화해 가는 방향을 표

ⅲ) 조인트 움직임 벡터의 부호(∆x/∆y ) 

- 조인트의 움직임을 재 치를 심으로 x와 y좌표

의 치 증감을 +와 -로 표 한 값

변화 조인트는 걷기, 팔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 앉

기 등 1차 으로 인체의 어느 부 에서 움직임 발생하는

지를 분류할 수 있다.  움직임 벡터의 부호와 방향벡터는 

정확한 동작을 구분하기 한 것이며 움직임 방향벡터

를 표 하기 해 조인트의 움직임 역을 그림 3과 같

이 역을 나 어 12개로 표 하 다.

그림 3. 움직임벡터의 방향벡터
Fig. 3 Directiive vector of motion vector

표 1은 행동 인식을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류기

을 용하는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는 좌표값이 그

다지 많은 변화가 있지 않고 행동 인식에 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조인트의 움직임 벡터의 방향과 부

호를 추출하기 해 조인트의 치를 심으로 블록매

칭 방법을 용한다. 움직임 추 을 한 탐색 블록은 각 

조인트를 기 으로 20×20의 크기로 하며 입력 상의 

탐색 도우는 수평/수직 방향에 하여 ±5의 크기를 설

정하여 블록매칭 기법을 용한다. 

행동 조인트 ∆x ∆y DV

걷기
1 +/ - * 6 는 7

1 는 122 +/ - *

오른팔
들기

7 - -
6 는 5

9 - -

왼팔
들기

8 + -
1 는 2

10 + -

양팔
들기

7 - -
6 는 5

9 - -

8 + -
1 는 2 

10 + -

오른다리
들기

13 - -
6 는 5

15 - -

왼다리
들기

14 + -
1 는 2

16 + -

앉기

5 * +
9 는 10

6 * +

13 * *
변화없음

14 * *

쭈그리기

5 * +
9 는 10

6 * +

13 * +
9 는 10

14 * +

표 1. 행동인식을 한 라메터 
Table. 1 The parameters for activity recognition

Ⅲ. 실험  결과 분석

제안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카메라를 이

용하여 배경 상과 입력 상을 실시간 으로 처리

하 다. 실험 상은 한 사람당 8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상으로 총 4명의 사람의 상을 이용하 으며 

서로 다른 두 실내 환경에서 배경을 달리하여 구성하

다. 시스템은 Intel cpu 2.0GHz, 1G RAM, 비주얼 스

튜디오 2008과  OpenCV 2.1 을 이용하여 구 하 다. 

입력되는 상의 해상도는 640×480 24bit 상으로 

당 15 임을 송받는다. 그림 4는 입력 상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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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 상의 
Fig. 4 The example of test video

(a)
  

(b)
  

(c)
  

(d)

(e)
  

(f)
  

(g)
  

(h)
 

그림 5. 제안 방법을 용한 단계별 상. (a) 배경 (b) 기 입력 상 (c) 이진 상 (d) 코  검출 
(e) 얼굴 검출 (f) 조인트 추출 (g) 최종조인트 상 (h)움직임 상

Fig. 5 Each stage image by the proposed method. (a) background (b) initial input image (c) binary image 
(d) corner extraction (e) face detection (f) joints extraction (g) final joint image (h) motion image

그림 5는 제안방법을 실험 상에 용한 결과를 단

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a)의 배경을 모델링하고 

(b)를 기 입력 상으로 하여 처리한 결과를 제안 방

법을 용하여 이진 상화 한 결과를 (c)에 보인다, (d)

는 (c)의 상에서 심객체를 추출한 후 실루엣을 추

출하고 코 을 추출한 결과, (e)는 얼굴을 검출한 결

과 상이며 (f)는 조인트를 추출한 결과 상이다. 그리

고 (g)는 실험 상이 양팔을 들어올린 것을 제안방법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추 하고 얼굴 역과 움직임 역

(양 팔)의 조인트를 추 하여 표 한 상이며, (h)는 

기 입력 상 (b)부터 최종 조인트 추 상 (g)까지 

각 조인트의 움직임의 변화를 추 한 결과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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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6. 행동인식의 결과 (앉기와 다리들기). (a) 입력 상 (b) 조인트 상 (c) 최종 조인트 상
(d) 움직임 상 (e) 입력 상 (f) 조인트 상 (g) 최종조인트 상 (h)움직임 상

Fig. 6 The results of activity recognition (sitting and raising a leg). (a) input image (b) joint image (c) final 
joint image (d) motion image (e) input image (f) joint image (g) final joint image (h) motion image

상으로 양팔의 움직임이 다른 조인트에 비해 활발히 나

타남이 보인다. 

행동 상1 상2 상3 상4 평균

걷기 300 300 300 300 100%

오른팔 들기 300 300 300 300 100%

왼팔 들기 300 300 300 300 100%

양팔 들기 300 300 300 300 100%

오른다리들기 300 300 300 287 98.9%

왼다리 들기 300 300 300 276 98%

앉기 300 300 300 300 100%

쭈그리기 300 300 300 300 100%

표 2. 입력 상에 따른 행동 인식률
Table. 2 The ratio according to input images

그림 6은 8가지 행동  앉기와 한 다리 들기에 해 

제안방법을 용한 결과를 보여 다. 각 행동에 해 변

화 조인트를 추 하고 움직임 벡터의 움직임 변화를 잘 

추 함을 보여 다. 

표 2는 제안된 방법을 실험 상에 용하여 행동을 

인식한 인식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입력 상은 300

임을 사용하 다. 모든 상에 해 제안방법은 

100%의 인식률을 보이지만 상4의 다리 들어올리기의 

경우에는 오분류가 존재한다. 이것은 입력 상에서 다

리 역에 그림자 등으로 인하여 조인트 추출 추 시 오

분류가 발생한 경우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조인트와 조인트의 움직임 벡

터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제안방법은 웹카메라로 입력되는 비디오에서 

객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객체의 조인트를 검출한다. 검

출된 조인트의 움직임 벡터를 추 하여 움직임 벡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식한다. 제안된 방법

은 인간의 행동  8가지의 정의된 행동에 해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에 좋은 결과를 보 다.  

제안 방법은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U-health  감시

카메라 등 다양한 응용에 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명

등에 의하여 그림자 역이 존재할 경우 인식률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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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복잡한 

배경에서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행동인식을 한 

객체 분류 등에 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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