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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2D 특징 설명자를 사용한 BOF 방식의 동작인식☆

BoF based Action Recognition using Spatio-Temporal 2D Descriptor

김 진 옥1*

JinOk KIM

요    약

동작인식 연구에서 비디오를 표 하는 시공간 부분 특징이 모델 없는 상향식 방식의 주요 주제가 되면서 동작 특징을 검출하고 

표 하는 방법이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그 에서  BoF(bag of features)방식은 가장 일 성 있는 인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디오의 동작을 BoF로 나타내기 해서는 어떻게 동작의 역동  정보를 표 할 것인가가 가장 요한 부분이다. 그
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비디오를 시공간 볼륨으로 간주하고 3D 동작 특징  주변의 볼륨 패치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

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3D 기반 방식을 간략화하여 비디오의 동작을 BoF로 표 할 때 비디오에서 2D 특징 을 직  수집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 방식의 기본 아이디어는 일반  공간 임의 2D   평면뿐만 아니라 시공간 임으로 불리는 시간 

축 평면에서 동작 특징 을 추출하여 표 하는 것으로 특징 이 비디오에서 역동  동작 정보를 포착하기 때문에 동작 표  특징 

설명자를 3D로 확장할 필요 없이 2D 설명자만으로 간단하게 동작인식이 가능하다. SIFT, SURF 특징 표  설명자로 표 하는 시공간 
BoF 방식을 주요 동작인식 데이터에 용하여 우수한 동작 인식율을 보 다. 3D기반의 HoG/HoF 설명자와 비교한 경우에도 제안 방

식이 더 계산하기 쉽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주제어 : 동작 인식, 특징 단어장(BoF), 시공간 동작 특징 검출기, 특징 설명자

ABSTRACT

Since spatio-temporal local features for video representation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of modeless bottom-up approaches 

in action recognition, various methods for feature extraction and description have been proposed in many papers. In particular, 

BoF(bag of features) has been promised coherent recognition results.  The most important part for BoF is how to represent dynamic 

information of actions in videos. Most of existing BoF methods consider the video as a spatio-temporal volume and describe 

neighboring 3D interest points as complex volumetric patches. To simplify these complex 3D methods, this paper proposes a novel 

method that builds BoF representation  as a way to learn 2D interest points directly from video data. 

The basic idea of proposed method is to gather feature points not only from 2D   spatial planes of traditional frames, but from 

the 2D time axis called spatio-temporal frame as well. Such spatial-temporal features are able to capture dynamic information from 

the action videos and are well-suited to recognize human actions without need of 3D extensions for the feature descriptors. The 

spatio-temporal BoF approach using SIFT and SURF feature descriptors obtains good recognition rates on a well-known actions 

recognition dataset. Compared with more sophisticated scheme of 3D based HoG/HoF descriptors, proposed method is easier to 

compute and simpler to understand.

☞ keyword : Action Recognition, BoF(Bag of Features), Spatio-temporal Action Detector, Feature Descriptor  

1. 서  론

비디오에서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연구는 동작 이미

지 검색, 비정상  행동 검출 모니터링, 사람과 컴퓨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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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임

상호작용, 장애자의 움직임 패턴 분석, 사람의 동작을 인

식해 반응하는 오락게임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1-4].

사람의 동작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연구 방향은 표

으로 모델기반 하향식 방식과 모델이 없는 상향식 방

식으로 나뉜다. 모델기반 하향식 방식[5-7]은 움직이는 

사람의 신체를 부분 역화해 스틱 형태 등으로 미리 모

델링한 후 인식 상을 실루엣이나 경계상자 형태로 검

출하고 인식 상의 선택 동작을 수  특징으로 기술

하여 모델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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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D 기반 시공간 BoF 생성 단계

Figure 1. Generation Steps for 2D based Spatio-temporal BoF 

모델기반 방식의 단 은 간 과업에 종속 이어서 

분할(segmentation, 세그멘테이션)과 추  기술을 별도로 

용해야 하므로 만약 우수한 분할방법과 추  기술이 

없으면 동작 인식의 정확성이 떨어져 특정 환경에서는 

용하기 어렵다. 를 들어 Mokhber의 연구[8]에서 제시

한 시공간 부피 기반의 모델기반 방식에서는 인식 상

의 실루엣 추출을 해 인물의 신체 체가 보이는 장면

이 정지 상태여야 하고 배경을 정리하는 분할 방법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이 모델기반의 인식 방식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인식 방식이 제안되

었다.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은 인식 상이 있는 장

면상태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수 의 특징 분포를 통

계분석 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모델이 없는 인식 방식

은 인식 특징을 두드러지게 추출하여 표 하는 방법이 

우수해야 한다.

모델이 없는 상향식 방식에서는 BoF(bag of features)를 

이용하여 동작 특징을 추출하고 표 한 방법이 가장 우

수한 인식 결과를 보이고 있다[9-10]. BoF는 텍스트 정보 

검출에 이용해 온 BoW(bag of words)를 응용한 방식이다. 

BoW는 텍스트 문서를 표 하는 특징벡터를 단어 발생빈

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자주 나타나는 단

어를 모아 단어장을 만들고 군집화하여 그  가장 별

력 있는 단어를 특징으로 선택하여 텍스트 검색의 핵심

어로 이용한다[11]. BoF 방식은 BoW를 응용하여 비디오

를 시공간 볼륨으로 간주하고 훈련 비디오 샘 에서 인

식하고자 하는 동작의 두드러진 특징 역을 특징 으로 

검출한 다음 이를 BoW의 단어(word)를 치한 부분 

역 특징 설명자로 표시한다. 그리고 부분 특징 설명자를 

이용하여 체 비디오 샘 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특징 

발생 빈도를 히스토그램으로 계산하여 인식을 수행한다. 

이미지의 시각  특징을 이용하는 BoF는 상을 인식

하는데 크기와 조명, 자세, 겹침에 강건한 장 이 있으므

로[1] 특징 인식력이 좋은 BoF 방법을 확장하여 동작 인

식에 용한 연구가 다수 제시되었다[12-15]. 비디오에서 

상의 동작을 BoF로 표 하기 해서는 움직임의 역동

성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요하다. 이에 해 많은 연구

에서 비디오를 시공간  부피로 간주하여 3D 특징  주

변을 볼륨 패치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3D 특징  검

출과 3D 설명자 방식은 인식과정에서 계산 복잡도가 높

아져 계산비용이 많이 들며 인식속도가 하되는 단 이 

있다[16-17].

본 연구는 비디오에서 인식 상의 동작을 직  2D 

특징 으로 검출하고 이를 BoF로 표 하여 동작인식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식은 비디오  공간 

평면의 일반  임뿐 아니라 시공간 임의 시간 

축을 따른 시공간 평면에서도 특징 을 검출하며, 검출

한 특징은 설명자를 3D로 확장하지 않고 2D 설명자로 

표 함으로써 비디오에서 복잡한 역동  동작 정보를 단

순하게 표 하여 수행비용은 낮추면서 높은 동작 인식율

을 보인다. 

그림 1은 연구에 필요한 BoF를 생성하는 단계를 설명

한 것으로 동작 비디오의    임 평면을 각각 

선택하고 해당 평면에서 특징 을 검출한 다음 이를 동

작 특징 설명자로 나타내 2D 상태에서 동작 역동성을 인

식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련 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 제

안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정

리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 과정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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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인식 상의 특징  검출에 BoF 방식을 용한 기존 

동작 인식 연구에서는 부분 BoF로 특징 을 추출하고 

특징의 표 에는 부분  시공간 설명자를 이용하 다. 

Schuldt[12]의 연구에서는 시공간 특징  알고리즘

(Spatio-Temporal Interest Points, STIP)으로 특징 을 선택

하고 선택한 특징 은 시공간 출력으로 설명하 다. 

Dollar[13]는 부분 선형 필터를 이용하여 표시한 특징  

주 에 큐보이드를 정의하고 정규화한 픽셀 값, 밝기 기

울기, 도우 류 등으로 큐보이드를 설명하여 특징을 

표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시각  인식 특징  밝기 

기울기가 가장 나은 특징  효과를 보 으며 이 특징들

이 Nieble과 Liu의 연구[14-16]에서 사용되었다. Niebles의 

연구[15]에서는 Dollar연구[13]의 밝기에 한 기울기 특

징을 단순한 BoF 표 으로 나타내 실험하 으며 특징 

별 분류과정에서 한 가지 변별 특징 신 여러 가지 특징

을 통합하여 인식율을 높 다.  다른 BoF 방식[17]은 

특징  표 을 담당한 SIFT 설명자를 3D 공간으로 확장

하 으며, 3D 시공간상의  특징 을 표 하기 해 고유 

SIFT 설명자에 시간정보를 추가하 다.

Ning의 연구[18]에서는 부분 설명자가 MAX 연산을 

이용한 3D 가버필터 뱅크에 반응하는결과에 기반한 방

법을 이용하 다. 특징 에 이웃하는 9개 방향에서 방향

의 정량화를 통해 BoF 히스토그램을 생성하 으며 특징

의 공간 선택 신에 슬라이딩 원도우로 범 를 정한 

패치에서 해당 특징을 계산하 다. Laptev[19]는 STIP 특

징 으로 구축한 BoF 표  방법을 제안하여 특징  주

에 시공간 볼륨을 구축하고 방향 기울기(HoG)과 류

(HoF)를 히스토그램으로 계산하여 설명자를 설정하 다.  

Lie의 연구[20]에서는 Dollar의 연구[13]와 유사한 밝기 

기울기 특징을 이용하 다. 상호정보의 최 치(MMI, 

Maximization of Mutual Information)를 사용하여 평균
(-means) 알고리즘으로 큐보이드에 군집으로 출력한 것

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BoF 기반의 특징 

추출과 표  방식들은 2D 특징 설명자를 3D 시공간으로 

확장한 방식으로써 동작 정보를 직  포착하 지만 부

분 3D 시공간 처리의 문제 인 계산 비용  복잡도가 

높은 단 을 보인다.

동작 고유의 역동성은 여러 동작을 구분짓는 단서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축에 포함된 역동  정보를 

측할 때 해당 특징 표 을 복잡한 3D로 확장하는 것은 

피하면서 시공간 차원이 형성한 평면에서 BoF를 이용한 

특징 검출과 특징 설명자를 이용한 동작 인식 방식을 제

시한다. 이는 사람의 동작을 통해 감정과 의도 인식과정

을 연구해 온 자의 사  연구[21][22]에서 동작 특징을 

어떻게 포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가에 한 질문에서 

출발한 것으로써 간단한 처리과정으로 시공간 동작 특징

을 포착하고 2D 비디오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면서도 동

작 인식율은 높인다는 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3. 동작 인식 임워크

제안 동작 인식 임워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비디

오 시 스상의 동작을 시공간 BoF로 표 하는 과정이 핵

심이다. 비디오상의 동작 시공간 특징을 시각  특징 단

어로 정량화하여 단어 체를 발생빈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후 인식 동작의 특징 발생빈도를 비교하여 인식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동작별로 발생빈도가 높은 

시각 특징을 선택해 나타내는 개의 특징 단어장이 필요

하다. 동작 특징 단어장 구축과 동작 인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동작 특징 단어장을 구축하기 해서는 a) 훈련 데이

터에서 동작별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시공간 특징

으로 선택, 검출하여 b) 검출된 시공간 특징  외 이웃 

역까지를 포함하여 특징공간으로 참조하도록 특징 설

명자로 나타내 표 한다. c) 특징 분포만으로 비디오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징 설명자를 평균으로 

군집시켜 특징 단어장을 생성하고 최 의 단어장 크기를 

결정한다[22]. 평균으로 군집시킨 동작 특징 단어 

수 는 차원의 동작 특징 벡터가 된다. d) 동작별 특징 

설명자를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평균 군집화된 특징 단어장의 단어와 응시킨다. e) 

비디오를 BoF 표 으로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만들기 

해 단어장 인덱스 체에서 각 단어의 발생빈도를 계

산한다. 계산된 빈도 수를 이용하여 BoF 히스토그램을 

정규화한다. f) 비디오별 체 BoF 표 이 만들어지면 동

작 클래스에 분류기를 용하여 동작을 분류, 인식한다.  

동작 분류는 SVM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수행한다.

   ex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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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 동작인식 임워크

Figure 2. Proposed action recognition framework

  ,   은 특징 단어 발생의 빈도 

히스토그램이고 는 특징 단어장 크기이다. 는 모든 

훈련 샘 의 평균 거리 값이다. 동작의 다  클래스 분류

는 다 교차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제안 동작

인식 임워크에서 학습과 테스트 과정의 각 단계는  

그림 2의 하단에 표 하 다.

3.1 이미지 처리

동작 인식에 필요한 상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 속도

를 빠르게 하기 해서는 이미지 처리 단계에서 시공

간 정보 분할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해 정  배경 유

무에 계없이 비디오의 인  임 간 변화정도를 차

분 값으로 계산하고 원 상 임에서 시간상으로 떨

어진 임까지의 시공간 기울기 차분 정보가 담긴 특

징 을 표시한다. 처리를 통해 차분 정도가 표시된 비

디오는 움직임 정보를 포착할 뿐 아니라 동작 정지 형태

와 역동  움직임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차분 동작을 이

용한 분할 방법은 움직이는 카메라로 은 배경이 변

하는 비디오에는 용하기 힘들다는 단 이 있으나 동작 

인식 데이터 부분은 배경 변화가 크지 않은 동 상이

므로 임간의 시간차를 이용한 변화 정도를 분할하는 

방법을 용하 다. 이미지 처리 결과는 그림 3의 처

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BoF 구축

BoF는 특징의 발생 분포도를 반 하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출력 값을 표시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미리 정의한 특징 단어 시 스 구축, 즉 

단어장≤ ≤ 의 구축으로 단어장 크기 는 

동작 특징 단어들을 나타낸다. 각 특징 단어에 해, 미

리 정의한 단어와 특징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최소 거리 

(  arg min ≤ ≤    는특징거리함수)를 구

한 다음 특징 단어를 최소거리의 단어에 할당한다. 모든 

특징 단어가 단어장에 포함되면 히스토그램 

≤ ≤ 으로 표 하여 단어장이 얼마나 

많은 특징 단어를 포함하는지 빈(bin)으로 나타낸다. 즉, 

히스토그램의 빈(bin)이 BoF의 출력이 된다. 그리고 이 

빈(bin)을 다른 특징들의 히스토그램과 연결하거나 합쳐

서 동작인식을 수행하는 분류기의 입력 값으로 이용한

다. 동작 인식에 BoF 기법을 용하면 구축해 놓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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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작 특징 설명자와 결합하여 여러 종류의 동작 비

디오에 이용할 수 있다. 

3.3 특징 설명자   

본 연구는 임을 분리하여 BoF 방식으로 동작 특

징 을 검출하고 이를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24],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설명

자[25]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동작인식을 수행하 다. 동

작인식 수행 결과는 HoG/HoF 설명자[19]와 비교하여 테

스트하 다. 

설명자를 이용한 객체인식 방법은 상에서 특징 을 

검출하고 특징  주변 모양을 특징정보로 나타내는 특징

설명자를 추출하여 동작 데이터집합의 특징설명자와 매

칭하여 객체를 식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특징 설

명자는 입력 상과 상과의 특징  정합에 기 이 되는 

성분으로 특히 SIFT 특징 설명자는 치, 크기, 장소에 

불변하며 빛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 인 변환에 강건한 

특징을 보여 컴퓨터비  연구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 으

며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BoF 표  특징 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에 한 안으로 SURF 특징 설명자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 이 방식은 높은 인식 성능을 보

이면서도 단순하다는 장 이 있으며 낮은 계산 비용으로 

SIFT와 비슷한 인식결과를 보인다. 이외, HoG/HoF 특징 

설명자는 3D공간 기울기와 류를 이용해 부분 동작과 

외형에 한 검출과 기술 기능을 개선한 방식이다. 본 연

구에서는 시공간 BoF 특징 으로 동작 특징을 검출하고 

이를 2D SIFT, SURF 설명자로 표 한 방법과 BoF 기반 

헤시안 검출기를 이용한 HoG/HoF 설명자 간에 동작 인

식 성능을 비교한다.

3.3.1 SIFT

SIFT 설명자는 변형, 회 , 크기에 불변하며 부분 겹침

에 강건하게 특징의 치와 크기를 결정한다. 2D SIFT 설

명자는 정지 형상을 강조하며 기울기 방향에 가 치를  

2D 공간 히스토그램으로 시간 도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미지 체 스 일을 모두 반 하는 SIFT 특징은 입

력 상에 공간스 일인   값을 증가시켜 가며 가우시

안필터를 용한 상을 만들고 가 두 배가 될 때마다 

상을 1/2로 다운 샘 링하여 상 만들기를 반복한다. 

입력 상을 가우시안 스 일 공간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

든 다음에는  가우시안 차분(Difference-of-Gaussain, DoG) 

함수를 계산한다. DoG 상에서  및 시간  축으

로 인 한 26 지 보다 DoG의 값이 큰 극값 지 을 

찾아 특징  후보로 선택한다. 낮은 극값의 특징  후보

와 엣지 응답의 특징  후보는 제거한다. 즉 샘 링된 극

이 아닌 하 픽셀 극 을 찾는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한 특징 을 통해 이웃 픽셀의 방

향을 계산하여 방향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히스토그램의 

기울기 크기는 히스토그램 빈(bin)을 계산하는 가 치로 

이용한다. 방향 히스토그램을 통해  가장 큰 빈 값에서 

주요 방향을 검출하며 특징 의 주변을 회 시켜 회  

불변치를 구한다. 이때 이웃 역의 크기를 × 픽셀

로 설정한 다음 이 픽셀 체 역을 ×의 하 역

을 나 어 하 역 수가 16 이 되게 한다. 16 개 하

역의 방향 히스토그램에는 8 빈을 할당하며 16 개 하

역의 히스토그램이 128 특징차원벡터를 형성하여 이 

벡터를 2D SIFT 특징 설명자로 이용한다.

3.3.2 SURF

SURF는 SIFT보다 고속으로 특징 을 검출하는, 하

(Haar) 웨이블릿 응답을 이용한 특징설명자로 라 라시

안 부호를 이용하여 매칭속도를 향상시켰다. SURF는 이

미지 패치를 셀로 나 고 각 셀을 균일하게 샘 링한 하 

웨이블릿 결과 값을 더한 가 치 벡터로 나타낸 특징 설

명자이다. 

SURF 특징 설명자는 원본 상의 원 에서 각 치까

지의 픽셀 값의 합을 장한 통합 상을 이용하여 특정 

사각형 태 픽셀 값의 합을 아주 빠르게 분 계산한다. 

상의 크기를 이는 신 필터의 크기를 키워 처리속

도를 빠르게 하기 해 분 상을 만든 후 웨이블릿 마

스크를 이용하여   의 웨이블릿 정보를 옥타 와 

이어 개수만큼 만든다. 여기에 헤시안 연산을 하여 임

계치를 넘으면 이어를 포함한 이웃 26개 헤시안 정보

와 비교한 후 가장 값이 큰 픽셀을 보간하여 특징 으로 

추가한다. 이 특징  주  역을 × 블록으로 나

고 각 블록을 ×로 샘 링한 후 샘 에 해 하 웨이

블릿 응답과 합을 구하여 ××차원의 

벡터로 특징 설명자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응답으로 가장 수치가 큰 각

도를 얻어 방향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의 기울기 값을 

계산하 다. 이 기울기를 64 - 128 개의 빈 히스토그램으

로 표 해 크기와 회 에 강한 설명자 정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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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HoG/HoF

HoG/HoF 설명자는 Laptev[19]가 제안한 것으로 부분 

동작패턴과 역동  외형을 포착하기 해 특징  주변

역에서 공간 기울기의 히스토그램 HoG(Histogram of 

Gradient)와 3D으로 축 한 류의 히스토그램 HoF 

(Histogram of Flow)를 조합하여 이용한 방식이다. 해리스 

3D, 가버, 헤시안 등 특징  검출기와 조합한 HoG/HoF는 샘

링 치 주변을 부분 역으로 설명할 때 샘 링 특징

을  로 포착하고 공간스 일은   로 표시, 시간스

일은  로 표시하여 ∆  ∆    ∆   
로 설정한 다음 각 이웃하는 이미지 패치에 한 볼륨 셀

을  × × 셀 그리드로 나 다[19]. 그리고 셀을 4

개의 빈 기울기 방향 히스토그램과 5개의 빈 류 히스

토그램으로 표 하여 정규화한 다음 연결하여 형태와 동

작 특징을 나타낸다. SIFT 설명자처럼 정규화된 히스토

그램을 HoG/HoF 설명자 벡터로 연결하는 이 방식은 

SIFT 설명자가 고려하지 않은 시간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과 동작 단서를 모두 포착하는 장 이 

있다. 한 BoF 방식의 헤시안(Hessian) 검출기를 사용하

여 특징 단어장을 구성하므로 본 연구의 BoF 특징설명자 

방식과 비교 의의가 있다. 

3.4 시공간 임에서 역동  동작 정보 수집

비디오를 BoF로 나타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상 

비디오세그먼트에서 모든 임별로 특징 을 다수 선

택하고 이 특징  개수를 세서 고유 특징  발생빈도 히

스토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시간 축

을 따라 발생하는 동작 정보 등을 무시한다는 단 이 있

다. 그래서 동작 정보를 포함시키기 해 부분의 연구

자들은 2D 설명자를 3D 시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안 방식에서는 2D 특징  검출기와 특징설명자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비디오의 BoF 표 으로 일반 인 공

간 임뿐만 아니라 시공간 임이라 부르는 평면에

도 용하도록 한다. 방향의 단순한 공간 평면은 비디

오의 일반 인 임이다. 이 임을 축 하면    

방향으로 확장 가능한 시공간 볼륨을 형성하여 시공간 

임을 구성한다. 즉 시공간 임은  처럼 시간 

축과 공간 축  하나로 형성된  평면이 된다. 이 방법을 

가정하는 것은 시공간 임에서 추출한 2D 설명자가 

비디오에 포함된 역동  정보를 포착할 수 있으며 역동

 정보는 반복해서 진 인 변화과정을 감안할 수 있

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역동  정보는 동작을 인

식하게 하는 기본 특징이 된다. 

이 방법의 장 은 설명자를 일부러 3D로 확장을 할 

필요 없이 기존 2D 기술을 이용하여 특징을 선택하여 처

리할 수 있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 용한 BoF 구축 방

법은 단순하다는 도 장 이다. 데이터 차원감소는 

PCA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특징벡터 정량화는 

평균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하 다. 기본 인 BoF 구

조는 변형하지 않았으며 동작 분류는 특징 단어 갯수를 

조 할 수 있는 패 티 오류 라미터를 설정한 선형 

SVM을 통해 수행했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데이터베이스

시공간 임에서 역동  정보를 포착하는 제안 방

식 기능을 평가하기 해 그림 3과 같이 동작을 담은 

Weizmann[25]와 KTH[11] 데이터집합을 이용하 다. 그

림 3은 데이터집합의 이미지를 분할한 처리과정을 거

쳐 BoF와 SIFT,  헤시안 검출기와 HoG/HoF를 용한 결

과이다. BoF+SIFT는 BoF로 시공간 동작특징을 검출하

고 SIFT로 특징을 설명하 으며 헤시안+HoG/HoF는 

BoF 기반 헤시안 검출기로 동작특징을 검출하고 

HoF/HoF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두 방식은 유사하게 

특징 을 포착하 으며 동작이 단순한 경우에는 SIFT가, 

복잡한 경우 HoG/HoF가 더 다양한 특징 으로 동작을 

설명한다. Weizmann 데이터베이스는 짧은 비디오 세그

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9명의 인물이 10가지 동작을 취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굽히기, 핑잭, 제자리 뛰기, 

으로 뛰기, 달리기, 앙감질, 뛰면서 앞으로 가기, 걷기, 

한손흔들기, 양손흔들기 동작이 포함되어 있다. Weizmann 

DB는 180×144 픽셀의 해상도 상태로, 훈련을 해 6

명을 임의로 선택하고 남은 3명을 테스트하는데 이용했

다. KTH는 6명의 인물이 복싱, 손 치기, 손흔들기, 조

깅, 달리기, 걷기, 동작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60×120 픽셀로 공간 해상도를 낮게 샘 링하 고 16

명의 동작은 훈련에, 나머지 9명의 동작은 테스트하는데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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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Data

Pre-
processing

BoF + SIFT
Hessian+
HoG/HoF

(a) Weizmann Dataset

 

Action 
Data

Pre-
processing

BoF+ SIFT
Hessian+ 
HoG/HoF

(b) KTH Dataset

그림 3. 동작 데이터집합 

Figure  3. Example of Action Datasets

  

4.2. 실험 과정

실험 시작 단계에서는 모든 임의 방향을 따라 

BoF 특징  검출 알고리즘을 용한 다음 임집합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비디오에 한 BoF 검출과 특징 설명

자를 구축한다. 이를 해   임에서 추출한 설명자

가 동작의 역동성을 포착하도록 한 다음, 동작 인식결과 

평가를 해 임들을 모두 조합하여 임 집합별로 

특징  기술 알고리즘을 실험한다. 실험 과정은 그림 2에

서 제시한 임워크에 따라 특징 단어장 크기 를 설

정하고 수행한다. 평면을 조합한 경우에는 모든 평면 집

합에서 구한 BoF를 최종 BoF를 형성하기 해 연결시킨

다. 최종 BoF 표 의 차원 크기는 60-1,000이므로 모든 

평면집합에서 구한 연결 히스토그램의 크기를 10-1000 

간격으로 설정한다.

마진 폭과 분류 오류 사이의 타 을 찾아주는 SVM 

오류 패 티 변수   를 설정하고 특징 단어장 크기별로 

한 크기를 찾는다.   값은 과 사이의 로

그 크기로 설정한다.  와   에 한 최 의 인식율을, 

계없는 특징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리 원아웃

(leave-one-out)방식의 5  상호교차검증 과정을 통해 측

정한다. 최 의  값과 기   값을 찾은 다음에는 이

의 최  값에서   값을 더 정교하게 찾는 과정을 수행한

다.  값과   값을 구한 다음  10회의 새로운 5  교차

검증을 다시 수행한다. 이  10개의 평균 인식율을 찾아 

신뢰도 간격을 개선하는 평균값으로 이용한다.

4.3. 실험 결과

표 1은 KTH와 Weizmann DB를 상으로 임들을 

조합하여 BoF + SURF, BoF + SIFT와  헤시안 검출기+ 

HoG/HoF 설명자를 용함으로써 획득한 최고 인식율이

다. 신뢰도 95% 수 이다. SURF와 SIFT를 이용한 

임 조합 비 인식율을 나타냈다. 헤시안 검출기를 이용

하는 HoG/HoF는  축을 이용한 볼륨 셀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3D 기반 방식이므로 2D 개별 임 인식결과 

신 체 인식율을 표시하 다. 

비디오를 BoF로 구축하는 데 시공간 한 개 임 정

보를 이용하는 것이   임에서 검출한 특징 에서 

생성한 BoF 체의 인식율을 평균 11% 개선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는 와 같이 시공간 임  하나

를  임에서 가져온 특징 과 조합한 결과가 기

치보다 평균 16%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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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plane BoF+SURF(%) BoF+SIFT(%) Hessian+ HoG/HoF(%)

KTH

 65±3 67±4

86±5

 73±3 82±6

 74±4 89±3

 80±3 84±3

 80±2 90±3

 79±2 85±4

 78±3 89±4

Weizmann

 70±4 73±3

91±2

 73±3 87±3

 77±2 90±3

 86±2 89±1

 87±2 91±3

 85±2 89±2

 87±3 89±2

표 1. 설명자별 인식률

Table 1. The recognition rates per different descriptors

(a) KTH (b) Weizmann

그림 4. 특징단어 수에 따른 동작 인식율

Figure 4. Action Recognition rates according to feature words number 

지만 모든 임을 조합하는 것이 인식율 개선에 도

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합에 따른 인식

율은 통계 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 결과는 순수한 공간

과 시간 임이 서로 보완역할을 하는 한편 다른 방향

의 시공간 임은 잉여 정보를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임 에서는 조합이 최고의 인식결과를 

보 다. 임 조합을 달리한 BoF + SURF, BoF + SIFT 

설명자 인식율 결과는 거의 유사하 다. 결과 으로 

KTH, Weizmann 데이터집합의 시공간 임에 여러 가

지 설명자를 용한 결과를 통해  비디오에서 역동  동

작 정보를 포착하는데 2D 특징  설명자를 사용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그림 4는 KTH과 Weizmann 데이터집합에 용한 BoF

의 단어장 크기 에 따른 SURF, SIFT  헤시안검출기

를 이용한 HoG/HoF 인식율 비교 결과이다. KTH 데이터

집합에 해 SIFT는 65, SURF는 30, HoG/HoF는 60이 최

의 특징단어 수이다. Weizmann 데이터집합에 해서 

SIFT는 400, SURF는 500, HoG/HoF는 400개가 최 의 특

징단어 수이다. Weizmann 데이터집합이 KTH 데이터집



시공간 2D 특징 설명자를 사용한 BOF 방식의 동작인식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6권3호) 29

합보다 더 많은 특징단어 수를 필요로 한다. BoF에서 특

징 수는 핵심 라미터이므로 특징 수를 여러 가지로 변

형하여 인식시킨 결과 특징 수가 늘어나면 SURF는 

HoG/HoF, SIFT 방식보다 더 나은 인식율을 보 다. 이는 

SURF가 HoG/HoF, SIFT보다 더 많은 특징 을 선택하고 

조 한 샘 링을 하기 때문이다.

표 2는 BoF와 SIFT를 조합해 동작 데이터집합을 인식

한 결과로 표의 행은 측 클래스의 정확도이고 열은 실

제 클래스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KTH 데이터집합에서 

가장 높은 인식율을 보인 동작은 걷기이며 조깅 동작이 

가장 낮은 인식율을 보 다. Weizmann에서는 달리기와 

으로 뛰기 동작이 가장 낮은 인식율을 보 다.

boxing clapping wave jogging run walk

boxing 91.7 3.5 0 0 4.5 1.3

clapping 3.8 92.2 1 0 3.0 0

wave 0.5 4.5 90.0 0 3.5 1.5

jogging 0 0 0 87.5 10.8 1.8

run 0 0 0 9.3 90.5 0.2

walk 3.2 0 0 4.5 0 93.3

표 2. BoF와 SIFT를 이용한 동작인식율

Table 2. Confusion Matrix of Action Recognition 

with BoF and SIFT

   (a) KTH

bend jack jump pjump run side skip walk wave1 wave2

bend 92.0 0 0 0 0 0 1.0 0 0 0

jack 0 92.2 1.0 0 0 0 0 0 2.8 0

jump 0 1.0 93.0 2.0 0 0 0 0 0 0

pjump 0 0 1.0 91.0 0 0 0 1.0 0 0

run 0 0 0 0 91.0 0 4.4 1.5 0 0

side 0 0 0 4.0 0 92.0 0 0 0 0

skip 1.0 0 0 0.6 0 2.4 92.0 0 0 0

walk 0 0 0 0 3.7 0 0 93.3 0 0

wave1 0 3.4 0 0 0 0 0 0 91.6 0

wave2 0 0 0 0 0 0 0 0 2.7 92.3

   (b) Weizmann

  

표 3은 제안 방식을 용한 설명자들을 Weizmann 데

이터집합에 용하여 비교한 것으로 SIFT는 당 4.6개

의 임을 계산하여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보 다. 

SURF는 당 1.6 임, HoG/HoF는 0.9 임을 처리

하 다. 그림 4의 실험 결과에 따라 특징 단어장 크기는 

최 의 인식률을 보인 상태의 크기와 같다.  

표 3. 설명자별 처리 속도

Table 3. Processing speed per descriptors

SURF SIFT HoG/HoF

Frames/second 1.6 4.6 0.9

word size 500 400 400

표 4는 Weizmann과 KTH 데이터집합을 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특징 설명자를 제안 연구와 비교

한 내용으로써 동일한 동작데이터집합인  KTH와 

Weizmann 데이터집합에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반 인 알고리즘 성능테스트비교가 어려워 기존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인식 결과를 단순 비교하 다.

표 4. BoF 기반 설명자 인식율 비교

Table 4. Comparing of Recognition rates of BoF 

based approaches 

   (a) KTH

Approaches
Recognition 

Rates(%)

Proposed BoF+SURF 80±3

BoF+SIFT 90±3

Hessian + HoG/HoF 91±2

Previous SURF[21] 80±4

SIFT[22] 91±3

HoG/HoF[23] 87±3

Niebles et al.[15] 87.5

Liu et al.[14] 88.6

Scovanner et al.[16] 76.1

   (b) Weizmann DB

Approaches
Recognition

Rates(%)

Proposed BoF+SUFT 87±2

BoF+SIFT 80±2

Hessian + HoG/HoF 86±5

Previous SURF[21] 81±3

SIFT[22] 91±3

HoG/HoF[23] 89±3

Niebles et al[15]. 90.0

Liu et al.[14] 89.3

Scovanner et al.[16]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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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bles의 성좌모델[14]은 Dollar 연구[13]의 인식 특징

인 밝기, 시공간 큐보이드 기울기를 지형정보로 추가한 

것이다. SIFT를 3D로 확장한 연구는 Niebles[15]이 제안

했다. 이 방법을 제안 연구와 비교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는 BoF 방식에 한 인식율 개선 과정은 없었으며 다만 

2D 설명자를 확장하여 시간 차원을 처리했다. 이 경우, 

특징  검출기와 설명자로 SURF를 용한 제안 방식들

은 반 으로 낮은 인식율을 보 으며, SIFT를 선택했

을 때 가장 높은 인식 결과를 보 다.

Niebles[15]와 Liu[16]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SURF 용 결과에 비해 더 높은 인식율을 보 다. 이는 

Liu의 방법이 특징  검출 시 특징  크기를 다양화하여 

촘촘하게 선택하여 높은 인식 결과를 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크기의 특징 을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Liu와 Niebles의 SURF 용방식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 Niebles의 방법은 신체 

실루엣으로 구축한 시공간 볼륨에서 구한 특징을 Dollar

의 특징에 혼합했기 때문에 실제 순수한 BoF 방식의 모

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인식율 성능 비교로 제안 방식

보다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통 인   임과  시공간 임을 같

이 연결하고 여기서 BoF로 특징 을 검출하여 SIFT 설명

자를 이용한 방식이 가장 높은 인식율을 보 다. 그리고 

반 으로 KTH 동작 데이터집합보다는 Weizmann 데이

터집합을 이용한 인식결과가 더 높은 인식율을 보 다.

5. 결  론

본 연구는 역동  동작 정보를 담고 있는 비디오에서 

동작을 2D 기반의 시공간 BoF로 표 하여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

다. 시공간 차원이 형성한 평면에서 2D BoF를 이용한 특

징  검출과 특징 설명자를 결합하여 표 한 동작 인식 

방식을 제시하여 표  동작 데이터베이스인 Weizmann 

와 KTH 동작 데이터에 용한 결과 높은 동작 인식율을 

보 다.

BoF를 이용한 특징  검출과 2D 기반의 SURF  

SIFT 알고리즘, 3D 기반의 HoG/HoF 설명자를 비교하여 

실험한 결과 2D   임과  시공간 임에 용

한 BoF 방식과 설명자 결합만으로 비디오에서 역동  동

작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역동  측면이 핵심 역할을 

하는 동작 인식에서 인식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통  임과 시공간 임 양쪽의 정보를 수집

하는데 SIFT 설명자를 용하여 구축한 일반 인 BoF 표

이 복잡한 임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인식율

을 보 다. 한 3D기반의 HoG/HoF 설명자와 비교했을 

때 제안 방식이 3D 기반 방식과 유사한 인식율을 보 으

며 처리 시간은 오히려 빠름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BoF 표 에 한 특징 단어장 구축을 더 단

순하지만 효과 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진행할 

것이고 여러 동작이 섞인 복잡한 실제 동작 데이터베이

스에도 제안 방법을 용하여 동작 인식 평가 과정을 다

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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