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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들은 언어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보를 교환 또는 의사 표현을 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는 시선, 표정, 손 제스처, 걸음걸이, 사람의 행동 등을 볼 수 

있는데, 시선, 표정, 손 제스처, 걸음걸이와 같은 경우는 사람의 특정 부위의 변화를 인식하고 반면에 

사람의 행동은 몸 전체의 변화를 인식한다[1, 2]. 사람의 몸은 복잡한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인식하는 것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행동 인식의 성능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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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깊이 정보를 기반으로 모션 히스토리 영상 및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과 적출 모델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사람 
행동들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연속적인 행동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 적출을 수행하는 
적출 모델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의 구성은 전처리 과정, 사람 행동 및 적출 모델링 그리고 연속적인 사람 행동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영상 분할과 시공간 템플릿 기반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Depth-MHI-HO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된 특징들은 사람 행동 및 적출 모델링 과정을 통해 시퀀스들로 생성된다. 이 생성된 시퀀스들과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사용하여 정의된 각각의 행동에 적합한 사람 행동 모델과 제안된 적출 모델을 생성한다. 연속적인 사람 
행동 인식은 연속적인 행동 시퀀스에서 적출 모델에 의해 의미 있는 행동과 의미 없는 행동을 분할하는 행동 적출과 의미 
있는 행동 시퀀스에 대한 모델의 확률 값들을 비교하여 연속적으로 사람 행동들을 인식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모델이 연속적인 행동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 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증한다.
 
키워드 : 연속적인 사람 행동 인식 시스템, Depth-MHI-HOG, 은닉 마르코프 모델, 행동 적출, 적출 모델

Abstract
In this paper, recognition system for continuous human action is explained by using motion history image and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with spotter model based on depth information, and the spotter model which performs action spotting is proposed to 
improve recognition performance in the recognition system. The steps of this system are composed of pre-processing, human action 
and spotter modeling and continuous human action recognition. In pre-processing process, Depth-MHI-HOG is used to extract 
space-time template-based features after image segmentation, and human action and spotter modeling generates sequence by 
using the extracted feature. Human action models which are appropriate for each of defined action and a proposed spotter model 
are created by using these generated sequences and the hidden markov model. Continuous human action recognition performs 
action spotting to segment meaningful action and meaningless action by the spotter model in continuous action sequence, and 
continuously recognizes human action comparing probability values of model for meaningful action sequenc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model efficiently improves recognition performance in continuous action recogn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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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행동 인식 방법들 중에 센서 기반의 방법은 사람의 몸 관절에 

센서를 부착하여 얻어진 변위 값을 기반으로 행동을 인식하였다

[4]. 이 방법은 센서나 장치들을 몸에 붙이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항상 같은 부위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교정이 

어렵다. 반면 카메라 기반의 방법은 실험에 쓰이는 기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실험 환경이 단조롭다[3]. 이러한 이유로 본 시스템은 

카메라 기반의 행동 인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깊이(Depth) 정보 기반의 모션 히스토리 영상(MHI)

과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HOG)을 사용하고 연속적인 행동 

인식 시스템의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 적출을 수행하는 

적출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행동 적출 과정에서 연속적인 행동 

시퀀스에서 의미 있는 행동 시퀀스와 의미 없는 행동 시퀀스를 

구분하여 인식 성능을 개선한다. 이는 연속적인 제스처 인식에서도 

사용되며 적출을 사용한 방법이 적출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보다 

높은 인식 성능을 보인다[5, 6]. 이러한 이유로 본 시스템의 행동 

적출 과정은 의미 없는 행동의 시퀀스를 제거하고 의미 있는 행동의 

시퀀스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식 성능을 

개선시킨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영상 분할과 특징 추출을 위한 

Depth-MHI-HOG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사람 행동 및 적출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고 5장에서는 연속적인 사람 행동 인식에 대해 

설명한다. 6장에서는 실험 결과 및 분석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7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나타낸다.

2. 전체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실내 

환경에서 고정된 상태의 깊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한다. 본 시스템은 Depth-MHI-HOG, 사람 행동과 적출 모델링, 

연속적인 사람 행동 인식 3가지로 수행된다.

우선적으로 깊이 영상을 기반으로 Depth-MHI-HOG로 전처리 

과정과 특징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을 통해 행동 시퀀스를 생성하고 

모델링된 각각의 행동 모델들과 적출 모델에 적용하여 확률 값들을 

비교한다. 확률 값들을 통해 의미 있는 행동과 의미 없는 행동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한 

시퀀스의 시작점과 끝점을 찾고 행동 인식을 수행한다.

깊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전처리 과정으로 영상 분할을 

할 때 컬러 정보보다 간단하며 정확하게 전경과 배경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션 히스토리 영상과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을 같이 적용하는 이유는 시공간 템플릿 방법에서 전체 

실루엣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픽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부 특징 추출을 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은 시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연속적인 행동이 시간적 

시퀀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행동 인식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본 시스템에서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들의 상태 정보들에 의해 제안된 적출 모델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들을 가지고 연속적인 행동을 인식하게 된다.

 

3. Depth-MHI-HOG

3.1 영상 분할

깊이 정보기반의 영상 분할 과정은 본 시스템에서 전경을 

추출하고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 배경 분리를 사용한다[7]. 배경 

영상과 깊이 영상의 차 영상을 얻은 후 임계치를 통해 이진 영상을 

생성한다. 그리고 남아 있는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해 미디언 

필터를 사용한다.

깊이 정보를 사용하는 장점은 컬러 정보보다 배경 분리가 

간단하며 정확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옷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컬러 정보는 배경과 비슷한 색깔일 경우 배경 분리가 어렵고 

사람의 정보가 지워질 수 있다. 

본 시스템은 고정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저장된 배경 

영상과 입력 영상의 차를 통해 차 영상을 얻는다. 그러고 나서 2

가지의 임계치를 정해서 배경을 분리하고 전경을 찾아낸다.

3.2 행동 묘사

그림 1. 전체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enti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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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을 찾고 나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행동을 묘사한다. 본 시스템은 그림 2과 같이 모션 히스토리 영상과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게 된다

[8, 9]. 사람의 행동은 사람 검출, 얼굴 인식, 포즈 인식처럼 단 하나의 

영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의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모션 히스토리 영상 방법을 통해 연이은 영상의 정보들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한다.

이 방법은 이전 정보들의 중요도를 표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전 

정보들 중에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점점 지워지고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2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을 때 처음에 있던 

정보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값을 줄이면서 나타낼 수 있고 모션 히스토리 영상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 방법은 다음의 식 (1)을 사용하게 된다.

 

  (1)

여기서, 는 이진 영상이고 와 는 각각 현재 

모션 히스토리 영상과 이전 모션 히스토리 영상이다. 그리고 는 

가장 높은 중요도 값이고 는 중요도의 감쇠 계수이다.

이진 영상에서 픽셀 값이 1이면 가장 높은 중요도 값으로 

표현되고 반대로 픽셀 값이 0이면 이전 모션 히스토리 영상의 픽셀 

값에 감쇠 계수를 적용한 후 0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선택한다. 

그래서 영상의 픽셀들 중에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0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얻어진 모션 히스토리 영상을 기반으로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그림 2과 같이 특징을 추출하게 

된다.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 방법은 먼저 입력 받은 영상의 기울기 

값을 계산한다[10, 11]. 이는 영상이 주어졌을 때 1차원 중심점 이산 

미분 마스크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적용하여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한다. 그러고 나서 나누어진 셀들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게 된다. 셀 내에 각각의 픽셀 값은 앞선 기울기 계산을 통해 

기울기의 방향이 연산되고 이 값들은 빈 수로 설정된 각각의 방향 

히스토그램 대역들에 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션 히스토리 

영상을 입력을 받아서 4(2x2)개의 셀로 나누고 9개의 빈을 설정하여 

특징으로 추출하게 되기 때문에 36차원의 벡터를 생성한다. 이렇게 

얻어진 벡터들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게 된다.

4. 사람 행동 및 적출 모델링

4.1 특징 클러스터링

사람 행동 모델들은 행동 시퀀스를 기반으로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통해 모델링된다[12]. 이전 단계에서 얻어지는 특징을 

행동 시퀀스로 변경시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특징 

클러스터링이다. 

특징 클러스터링에서는 행동 시퀀스를 얻기 위해 Depth-

MHI-HOG를 통해 얻어지는 각각의 특징 벡터들을 그룹화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한다[13]. 이 방법은 특징 벡터들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각각의 그룹들로 나뉘게 된다.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특징 벡터를 그룹 번호로 변경시켜 행동의 시퀀스를 얻게 된다.

(a) 모션 히스토리 영상
(a) Motion history image

(b)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 
(b)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그림 2. 걷는 행동에 대한 모션 히스토리 영상과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 과정

Fig. 2. MHI and HOG process for walk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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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람 행동 모델

은닉 마르코프 모델은 일반적으로 Ergodic한 모델과 좌-우 모델의 

2가지 형태의 구조로 나뉜다. 사람의 행동은 시간적인 시퀀스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좌-우 모델의 형태가 적합하다. 

(a) 완전 연결 구조 
(a) Fully connected 

structure 

(b) 간략화 연결 구조 
(b) simply connected structure 

그림 3. Ergodic 모델의 구조
Fig. 3. Ergodic model structure  

본 시스템은 Baum-Welch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Viterbi 알고리즘으로 모델의 우도 값을 평가한다. 그리고 

상태의 개수를 미리 정의된 개수까지 증가시키면서 우도 값들 중에 

최대치를 갖는 모델을 선택한다[7]. 그러므로 모든 행동 모델의 

상태의 수는 같지 않고 상태의 수는 행동의 복잡도에 따라 상태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4.3 적출 모델

적출 모델은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내재적 구분 속성을 통해 

만드는데 모델의 구조는 Ergodic한 형태를 가진다. 이는 핵심 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동을 표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Ergodic 

모델은 각 상태가 모든 상태로부터 1번의 전이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완전 연결 구조로서 참조 모델의 부 패턴을 이용한 모든 조합 

결과에 대해서도 잘 매칭되도록 구성하는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완전 연결구조 보다 단순화된 모델을 위해 그림 3

와 같이 연결 구조를 간략화한 모델의 구조를 사용한다[7]. 시작과 끝 

상태들을 빈 상태로 생성하고 이는 관측 확률은 없고 시작 상태에서 

숫자 상태로 전이 확률은 숫자 상태의 개수에 따라 변하는데 

균등하게 나눈 값을 사용한다. 끝 상태에서 시작 상태로 전이 확률은 

항상 바로 전이 할 수 있게 1이다. 숫자 상태는 모든 행동 모델들의 

상태들의 확률에 의해 생성되는데 관측 확률과 자체 전이 확률은 

같다. 숫자에서 끝 상태로 전이 확률은 1에서 자체 전이 확률 값을 

뺀 값을 사용한다. 

5. 연속적인 사람 행동 인식

연속적인 사람 행동 인식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의미 

없는 행동과 의미 있는 행동을 구분하고 나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 

때 의미 있는 행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검출한다. 

먼저 각각의 행동 모델과 적출 모델에 행동 시퀀스를 적용하여 

우도 값을 계산하고 비교하게 된다. 만약 적출 모델이 행동 

모델들보다 높은 우도 값을 갖는다면 의미 있는 행동의 시작점이 

  (2)

그림 4. 연속적인 사람 행동 인식 과정
Fig. 4. Continuous human action recognition process

표 1. 의미 있는 행동의 시작점과 끝점 검출 알고리즘
Table 1. algorithm for detecting start and end points 

of meaningful action

For  

  step 1 :  Find a temporary point ( ) which firstly satisfies 

the precondition and check the duration ( ) that                     

consistently satisfies the precondition.

  If  

    step 2 :  remove the temporary point and find again another 

point.

  Else if 

    step 3 :  Determine the temporary point as the start point 

( ) and check last point which continuously 

satisfies the precondition.

  Else

    If 

      step 4 : Decide the last point as the end point( ).

      step 5 :   recognize the action based on a sequence from start 

point to end point and initialize all parameter of the 

start and end point detection.

    End if

  End if

En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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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의미 없는 행동이다. 반대의 경우로 식 (2)와 같이 행동 

모델들의 우도 값들 중에 1개 이상이 적출 모델의 우도 값보다 높으면 

행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이상으로 연속된다면 의미 

있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주시하여 의미 있는 행동의 끝점을 찾게 

된다. 끝점은 적출 모델의 우도 값이 행동 모델들의 우도 값보다 

높아지는 시점의 바로 전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행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찾는 과정을 표 1과 같이 알고리즘으로서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현재 시점, 는 전체 시간, 는 정의된 

기간 파라미터이다. 또한, 는 시작점일지 모르는 임시적인 

시점을 의미하고 는 연속적으로 식 (2)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와 는 각각 검출된 시작점과 끝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시퀀스들을 

적용하여 행동을 인식한다. 

6.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은 총 45,000개의 영상들을 통해 표 2과 같이 6가지 행동을 

인식한다. 행동 적출의 결과는 1개의 오류가 발생하고 적출률은 

99.87%로 나타나고 이를 토대로 행동 인식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14]. 

제안된 방법은 걷거나 뛰는 행동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적출된 결과를 통해 인식을 한 결과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6은 본 시스템, k-NN, SVM을 비교한 결과이고 본 

시스템과 비교된 방법들의 파라미터들은 실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8, 15].

7.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인식한다. Depth-MHI-HOG를 통해 배경과 전경을 

분리하고 행동을 묘사한 후 제안된 적출 모델을 통해 연속적인 

행동에서 의미 있는 행동과 의미 없는 행동을 구분하고 나서 행동을 

인식한다. 실험 결과에서 이 방법을 통해 행동 인식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는 향후에 

인간-로봇 상호작용과 보안 감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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