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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eal-time motion restoration system for people who need remedial exercise of

musculoskeletal based on Inverse Kinematics. A new approach is suggested to recognize a gesture based

on restored human motion which is calculated the 3D positions of intermediate joints using 3D positions

of body features estimated from images. For generating the 3D candidate positions of intermediate joints

which cannot be extracted from images, we apply an Inverse Kinematics theory to compute the target

position of intermediate joints. And we can reduce the number of candidate positions by applying the

various physical constraints of body. Finally, we can generate the more accurate final position using the

Kalman filter for a motion track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vious frame information and the

candidate positions. The system provide motion information which are rotation angle and height in

real-time, therefore the rehabilitation exercises can be performed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figured

out proper exercise for individu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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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장치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에게는 운동 부

족으로 인한 근력과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 또한 인

구의 노령화로 인해 고 연령층의 증가 그리고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재활 

운동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낮출 수 있도록 각 관절의 기능 저하를 예방

하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운동 요

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운동 및 재활 치료는 치료사

와 기계적 장치의 도움을 받아 수행해야 하며, 최근

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

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시도되

고 있다. 기계적 장치의 도움을 받는 운동 방법은 고

가의 장비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2]. 가상현실 기반의 운동 기법은 안전

한 환경에서 대상자 스스로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과 분리된 영상에서의 훈

련으로 인해 실제 환경에서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질

감을 느낄 수 있어 훈련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 증강현실 기반의 운동 기법은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서 가시화함으로써 실제 객체의 정

보를 가시적으로 제공하여 운동을 하는 방법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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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figuration of the Motion Restoration System.

러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치료의 경우 고 

연령층이 활용하는 데에는 사용 및 조작 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3,4]. 최근에는 스마트 홈 가전 시스템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스마트 TV

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짓으로 채널을 이동하고 

손을 흔들어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주먹을 줬다 

펴면 클릭이 되는 모션(손동작)에 의한 기능 조작뿐

만 아니라 얼굴 인식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5].

또한 닌텐도 Wii 리모트, Wii Fit 그리고 MS사의 키

넥트는 사람의 제스처를 입력으로 활용하여 사용하

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6,7]. 예를 

들어, 닌텐도 Wii 리모컨을 활용한 복싱, 볼링, 골프,

테니스, 야구 그리고 Wii Fit 피트니스, 그리고 

Kinect를 활용한 볼링, 축구, 복싱, 탁구, 육상, 비치

발리볼 등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를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를 응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홈 가전 

시스템과 결합 가능한 운동 동작 복원 시스템을 제안

한다. 본 시스템은 역운동학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션 

캡처 및 분석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며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추

적하여 각 동작의 운동 범위 및 자세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동작을 화면에 가시화한다. 관절별로 제공되

는 정보를 참고하여 동작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자

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트레칭

이나 걷기 동작 등과 같은 개개인에 적합한 생활 운

동을 이용하여 각 관절별 운동 범위를 파악하며 올바

른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다. 일상생활 동작을 응용

한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운동 기능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최소화하고 좀 더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동작 복원 시스템 구성에 대해 기술하며,

Ⅲ절에서는 본 시스템의 구현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IV절에서는 국민체조 동작을 이용하여 본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결론

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생활 동작을 이용하여 근

골격계의 재활 운동 및 운동 자세 교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실시간 동작 복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

안된 시스템은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2차원 처리 

모듈, 3차원 처리 모듈, 자세 분석 모듈, 렌더링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

2차원 처리 모듈은 두 대의 카메라로부터 사람의 

움직임 영상을 입력받고, 입력 받은 영상을 분석하여 

신체의 중심점 root와 신체의 끝점 end-effectors(머

리, 양손, 양발)의 2차원 위치를 검출하고 신체부위를 

구분한다. 3차원 처리 모듈에서는 다중 영상에서의 

2차원 좌표를 정합하여 3차원 위치로 복원하고, 각 

신체 부위를 구분하고 추적한다. 복원된 6개(root,

end-effectors)의 위치 데이터를 역운동학(Inverse

Kinematics)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각 중간관절(고관

절, 팔꿈치, 무릎, 목 등)의 3차원 위치를 추정함으로

서 20개 관절의 3차원 동작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자세 분석 모듈에서는 생성된 3차원 동작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리를 들어 올린 높이와 팔과 다리 관절의 

회전 각도를 계산하여 실시간으로 화면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는 현재 동작에 대한 근사치로

서 동작자는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자신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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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The result of feature extraction. (a) Initial pose, (b) the result of region growing for end-effectors, and (c) 

the result of making models. 

3. 동작 복원 시스템 구현 기술

3.1 신체 특징점 추출 및 3차원 위치 정보 생성

2차원 영상 취득 및 특징 추출 단계에서는 동작자

의 좌, 우 전방에 위치한 2대의 컬러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시에 동작자에 대한 영상을 취득한다. 배

경 영상과 사용자 초기 자세 영상의 차 영상을 이용

하여 동작자의 관절 길이를 구하며, 취득한 영상을 

컬러 영역별로 분할하여 동작자의 몸통과 인체 끝 

부분의 색 범위와 영역 속성을 추출한다. 그리고 연

속 입력되는 영상에 대해 색 범위 안에 있는 후보 

화소들을 선별한 후, 고속 run-length 레이블링을 통

해 그룹화 하여 영역의 크기, 영역의 최소 외접 사각

형에 대한 화소 수 비율, 페리미터(perimeter) 특징을 

추출하여 동작자의 몸의 중심이 되는 root와 머리,

손, 발과 같은 end-effector를 검출한다. Fig. 2는 특

징점 추출 과정을 나타내며 (a)는 동작자의 초기자

세, (b)는 end-effector들의 영역 검출 결과, (c)는 동

작자에 적용된 최종 결과 영상이다.

3차원 좌표는 좌측과 우측 카메라의 정합 결과로

서 얻어진 두 개의 사영행렬(perspective projection

matrix)을 구할 경우, 두 입력 영상에 맺힌 특징(머

리, 양손, 양발)의 좌표로부터 복원 할 수 있다. 그러

나 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특징들은 움직임이 자유

롭고 겹침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 영상에 

각각 맺힌 특징들이 서로 올바르게 짝지어지기 위해

서는 이 특징들의 움직임을 추적하여야 하며, 이 움

직임 추적을 위해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특성상 입력 영상은 2차원 데이터이고, 실

제 내부 연산은 3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원과 3차원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동시에 사용한

다. 초기자세로부터 얻어진 머리와 양손, 양발에 대

한 3차원 좌표로부터, t+1 시간에서의 이 특징들의 

예측값을 구한다. 3차원 예측값을 사영행렬을 통해 

2차원 평면으로 역투영하여, 좌, 우 영상내의 각 특징

들의 2차원 예측값을 얻는다. 그리고 t+1 시간에 입

력된 영상으로부터 2차원 특징의 정보를 찾고, 찾아

진 특징과 예측값을 비교해 2차원 영상에서의 새로

운 위치를 구한다. 이 값을 3차원으로 투영할 경우,

각 특징들의 3차원 위치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3.2 NURBS를 이용한 노이즈 Filtering

동작자의 신체에 마커를 부착하고 적외선 카메라

로부터 동작자의 동작을 캡처하는 모션캡처 시스템

에서는 카메라로부터 캡처되는 데이터 내에 스켈레

톤이 유실되거나 꼬이는 현상이 발생되며 이것을 바

르게 펴주거나 고쳐주는 작업으로 모션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8]. 일반적인 모션 편집 과정은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동작 데이터를 수정하게 된다. 이렇

듯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3차원 위치정보는 자기 신

체에 의해 신체 특징점이 가려져서 데이터가 유실되

거나 주위 환경에 의해 노이즈가 포함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신체 특징점의 

중심점을 계산하여 3차원 위치정보로 활용하는데 영

상에서의 몇 픽셀 차이가 실제 3차원 좌표로 변환될 

때에는 상당한 거리의 차이가 발생된다. 만약, 거리 

차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3차원 공간상의 캐릭터에 적용하게 되면 

캐릭터 동작은 지속적인 흔들림과 함께 거친 동작

(jerky motion)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영상으로부터 검출되어진 신체 특징점인 root

와 end-effector들의 3차원 위치정보에 NURBS

(Non-Uniform Rational B-spline)를 이용한 Filter-

ing 과정을 거침으로써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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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운 동작 데이터를 생성한다.

NURBS 곡선은 일반적인 B-spline 곡선을 포함

하는 더 일반적인 형태이다. B-spline 곡선에서는 곡

선의 모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제어점의 좌

표를 조절하지만, NURBS 곡선에서는 동차형 요소

(homogeneous factor)까지 포함하여 네 개의 자유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B-spline 곡선은 원, 타원, 포물

선, 쌍곡선 등 원추 곡선을 근사하게 밖에 나타내지 

못하지만, NURBS 곡선은 이들 곡선을 정확하게 나

타낼 수 있다. NURBS 곡선 이론에서는 제어점 

    에 가중 동차형 요소를 사용하여 식(1)의 

형태로 표시하고, 가중치 는 특정 제어점의 중요도

에 이용되며 이 가중 좌표들을 단순한 B-spline 표현

식으로 표현하면 식(2)와 같다. 는 식(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중치 집합으로부터 파생된 스칼라 B-

spline 다항식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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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와 end-effector들의 각 프레임별 3차원 위치

정보를 제어점     라 할 때 NURBS 곡선의 

방정식은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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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제어점 를 위한 번째 결합함수를 나

타내며, 는 B-spline의 차원으로 2부터 제어점 

의 수 범위내의 정수 값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는  을 사용하였다. 는 특정 제어점

의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내며, 는 비주기적 

knot 값을 나타내며 식(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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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간관절의 3차원 위치 계산

관절체의 특징인 계층 구조 내에서 end-effector

의 위치가 주어지면 나머지 관절들을 연결고리처럼 

다루게 함으로써 각 관절의 제어가 가능하다. 본 논

문에서는 영상에서 추정된 root와 end-effector들의 

3차원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영상에서 추정되지 않는 

나머지 관절들의 3차원 후보 위치들을 계산하기 위

해 역운동학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또한 각 중간관절

들의 후보 위치들 중에 동작자의 움직임과 가장 유사

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신체의 제약조

건과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 의해 예측된 관절의 움직

임 방향 그리고 이전 프레임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

여 최종 위치를 결정한다.

역운동학은 Robotics와 고차원의 애니메이션 분

야에서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관절의 각

도를 결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이 방식을 이용

한 애니메이션은 사람이나 로봇과 같이 복잡한 계층

구조의 다관절로 이루어진 오브젝트를 애니메이션 

하는데 사용되며 원하는 동작을 현재 오브젝트의 위

치와 오브젝트가 이동하고자 하는 공간상의 위치 파

라미터를 이용해 중간관절의 회전각도 계산이 가능

함으로서 3차원 캐릭터의 관절 제어를 가능하게 하

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인체 모델은 Fig. 3과 같이 

20개의 관절과 각 관절을 연결하는 실린더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관절들은 root(Lower Torso)를 중심

으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동작자는 양팔

을 옆으로 벌린 T자세를 초기 자세로 취한다. 초기 

자세로부터 각 관절의 길이는 인체 해부학적인 관절 

비율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된다. 인체의 중심이 되는 

root에는 전역 좌표 시스템이 적용되며, 나머지 관절

들은 계층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root로부터 계

산되는 지역 좌표계로 정의된다. 또한 각 관절들은 

운동학적인 제약조건을 가지며 각 관절의 회전각은 

일정 범위내로 제한된다. 모든 관절은 이동값과 회전

값 그리고 관절 길이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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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odel hierarchy.

D.Tolani[10]는 실시간으로 사람 팔의 회전값을 

계산하기 위해 역운동학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으로부터 root(LowerTorso)와 End-

effectors(Head, LHand, RHand, LFoot, RFoot)의 3

차원 위치 정보만을 추적하며, 이 정보를 기준으로 

나머지 관절들의 3차원 위치 정보는 역운동학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역운동학 알고리즘을 이

용한 계산은 D.Tolani[10]가 제시한 방법에 기반을 

두고 중간관절의 회전값을 계산하며 추가적으로 중

간관절의 후보 위치들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팔꿈

치의 경우 어깨와 손목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일정 

각도의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위치가 많이 

존재하며, 무릎의 경우도 유사하다. 역운동학 알고리

즘을 기반으로 중간관절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영

상으로부터 복원된 root와 end-effector(    

번호)의 3차원 위치정보와 각 관절을 연결하는 세그

먼트 길이 정보(   )를 이용하여 end-effec-

tor의 축과 활동반경에 따라 중간관절의 위치는 계산

된다.

Fig. 4. The movement of the elbow.

Fig. 4는 팔의 움직임에 대한 예를 보인 것으로,

두 관절 (Shoulder)과 (Hand)가 중간관절 

(Elbow)에 의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상위 세그먼트 

길이를  , 하위 세그먼트 길이를  , 상위관절의 기준

점에서 하위관절의 끝점까지의 거리를 로 정의한

다. 만약, 거리 가 상위 관절과 하위 관절의 세그먼

트 길이를 합한  보다 크다면 중간관절은 가능

한 범위 내에서 반듯이 펴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와 

반대로 이 너무 작다면 중간관절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부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 중간관절

의 3차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원점(0, 0, 0)을 의 

위치와 일치시키고, 중간관절의 위치 데이터를 생성

하기 위해 Y축과 벡터 가 이루는 회전각 와 관절 

가 이루는 삼각형에서 관절 과 가 이루

는 회전각 를 계산한다. 회전각 은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회전각 는 세그먼트 

길이와 end-effector의 위치 정보에 의해 식(6)과 같

이 구해진다.

  cos × ×




 


 (6)

두 번째 단계는 계산된 회전각도와 평면의 법선벡

터를 이용하여 중간관절의 3차원 위치를 추정한다.

손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팔꿈치는 Fig. 4

에 보이는 것처럼 원형의 호 위에 위치 가능한 경우

의 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

한 팔꿈치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Tolani는 Korein에 의해 체계화 된 관절 한계

와 정확한 팔꿈치 움직임 호(arc)의 모든 집합의 교

차점을 가지고 관절의 한계로서 야기된 팔꿈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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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제한을 유도하므로 체계화된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대수학적인 방법으로 관절의 회전 각도를 생성

했다[10,1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도 Tolani에 의해 제안

된 방식에 기반을 두고 수행된다. Fig. 4에서 각도 

는 팔꿈치의 평면상에 놓인 원형의 호를 따라 움직

인다. 먼저, 어깨( )에서 손( )까지의 축에 평행한 

원의 법선벡터(normal vector) 를 정의한다. 원의 

중심 와 이것의 반지름 은 단순한 삼각법에 의해

서 계산할 수 있다.

  cos  ,  sin  (7)

더하여, 두개의 단위벡터 과 가 필요하다. 과 
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위한 지역 좌표계의 형태

이다. 벡터 은 관절 가 이루는 삼각형에 수직

인 벡터로서 벡터 과 의 외적을 이용하여 계산하

며, 벡터 는 벡터 과 에 수직인 벡터로서 벡터 

과 의 외적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생성된 단위 

벡터들을 이용하여 팔꿈치 위치는 식(10)에 의해 계

산되어진다. 팔꿈치 관절의 한계가 되는 의 값을 

변화시킴으로서 팔꿈치가 위치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정 시킬 수 있다.

    ×cossin  (8)

칼만 필터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 역학적 모델과 

관측 모델에 잡음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시스템의 상

태를 예측하고 제어하는데 적합하다[12]. 계산된 중

간관절에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각 영

역의 위치와 속도값을 가진 필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13]. 본 논문에서의 중간관

절은 일정한 속도의 움직임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을 기반으로 각 관절을 위한 상태벡터 를 명시

한다.

     (9)

이동 영역을 위한 위치     
와 속도 

     
 일때 상태벡터 에 대해서 영역의 시

간변화에 대한 행동을 표현하는 움직이는 관절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ú
û

ù
ê
ë

é
== +

-
-

33

33
1 0
,ˆ

I
II

FFss tt (10)

- 
 : priori(연역적) state vector

- 
 : posteriori(경험적) state vector

- F : 상태전이 행렬

-  : 3x3 identity matrix

-  : 일정한 속도를 가정한 3×3 zero matrix

측정 모델은 관찰된 측정과 상태벡터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하며 H는 측정 행렬이다.

[ ]33 0,ˆˆ IHsHz tt == -
(11)

잔류 측정(measurement residual)은 동적인 모델

에 의해 예측된 측정과 특징들의 측정된 위치 사이의 

차이로 정의한다. 칼만 필터에서, 잔류 측정은 보정

항을 생성하기 위한 칼만 게인 행렬(Kalman gain

matrix)에 의해 가중된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상태를 

형식화하기 위한 예측 상태가 더해진다.

( )--+ -+= ttttt sHzKss ˆˆ (12)

Kalman gain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 1--- += tttt
T
ttt RHPHHPK (13)

는 연역적 추정 에러의 공분산 행렬이고, R은 

측정 노이즈의 공분산 행렬이다. 각 관절들에 대하여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상태벡터와 각 특

징들의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 상

태 벡터 
에 의해 특징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한 중간관절의 위치 계산

을 위해 추가적으로 신체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몇 

개의 관절 후보 위치들과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 의해 

예측된 관절의 위치 그리고 각 관절의 이전 프레임과

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중간관절의 위치를 결정한

다. 이전 프레임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므로 서 동작

이 갑자기 튀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첫 번째, 역운동학에 의해 계산된 중간관절의 후

보 위치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제약조건을 추가적으로 이용한다. 인체

의 해부학적인 관절의 회전각도에 대한 제한과 더불

어 각 신체 부위에 대해 각각 경계상자(Bounding

Box)를 생성하여 후보 위치들이 3D 모델의 상체를 

포함하는 경계상자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체의 경계상자 내부에 존재하는 위치는 후보 위치

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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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Collision Detection. (a) included in the bounding box of the upper body, (b) the result of applying the final 

position.

Fig 6. Example of national Physical Exercise.

Fig. 5(a)는 상체 경계상자 내에 포함된 후보 위치

를 보여주고 있으며, (b)는 경계상자 외부에 위치한 

후보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중간관절 위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식(16)과 같이 계산된 중간관절들의 

현재 프레임 후보 위치들과 이전 프레임 위치와의 

거리 을 계산하고 칼만 필터 알고리즘 예측값과 

후보 위치들과 거리 를 계산하여  가 가장 짧

은 후보 위치가 중간관절의 최종 위치로 결정된다.

 은 계산된 현재 프레임 후보 위치들이며,   

는 이전 프레임의 위치,  는 칼만 필터 알고리즘 

에 의해 계산된 추정 위치이다. 이와 같이 계산되어 

복원된 20개 관절들의 위치정보를 가상 캐릭터에 적

용하면 Fig. 5(b)와 같이 동작자의 동작과 유사한 동

작을 표현할 수 있다.

 ∥   ∥ ,  ∥ ∥ (14)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작 복원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스트레칭이나 걷기 동작과 같이 개개

인에 적합한 생활 운동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반복적

인 동작을 추적하여 화면에 자신의 동작과 운동 범위

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서 자세 분석을 통해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Intel Core2 Duo

CPU 3GHz 성능을 가진 하나의 서버와 두개의 클라

이언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비는 네트워

크로 연결되어 있다. 시스템은 초당 평균 30프레임의 

처리 시간을 가지며, 이 속도는 서버와 2대의 클라이

언트가 모두 동기화 되어 동작할 때의 측정 결과이다.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Fig. 6과 같은 국민

체조 동작을 예시로 이용하였다. 국민체조의 동작은 

간단하고 쉬우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

며, 목·어깨 등을 움직이는 동작이 많아 평소 운동이 

부족한 상체 관절 부위의 경직된 근육을 효과적으로 

푸는 효과가 있다[14]. Fig. 7은 매 프레임별 복원된 

20개 관절의 3차원 정보를 가시화한 것으로 각 정보

는 실제 동작과 유사한 근사치이다. 화면 오른쪽 탭

은 매 프레임에 대해 20개 관절의 3차원 회전정보

(BaseRot, FrameRot)이며,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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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beginning screen of system.

(a)        (b)                 (c) 

Fig. 8. Frame-by-frame motion information. (a) Rotation 

angle, (b) Height, and (c) Result

Fig. 9. Experimental results.

차원 위치정보도 복원되어 저장되어 있다. 좌측 하단

의 대화상자는 가장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팔과 

다리의 운동 동작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본 시스

템에서는 20개 관절의 3차원 정보가 복원되어 있어 

모든 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나 실험에 

활용한 동작들이 팔과 다리 운동에 집중되어 4개 관

절(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의 회전정보와 발 높

이 정보만 가시화 하였다.

Fig. 8(a)에 보이듯이 각 동작에 대해 매 프레임별 

어깨( ), 팔꿈치( ), 고관절( ), 무릎( ) 관절에 

대한 구부림 정도를 나타내는 회전각과 (b)에 표시된 

정보는 발이 들어 올려지는 높이()를 의미한

다. (c)에 보이듯이 매 프레임별 동작에 대해 본 시스

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회전(Rotation)과 높이

(Height)로 구분된다. 각 동작에 대해 어깨(RUp-

Arm, LUpArm), 팔꿈치(RLowArm, LLowArm), 고

관절(RThigh, LThigh), 무릎(RLowLeg, LLowLeg)

관절에 대한 구부림 정도를 나타내는 회전각과 발이 

올려지는 높이(RFoot, LFoot)이다. 동작자는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 현재 자신의 운동 자세에 대한 파악

이 가능하다.

Fig. 9는 국민체조를 이용한 생활운동의 예시를 

나타낸 결과로서 매 프레임별 동작에 대해 회전

(Rotation)과 높이(Height) 정보로 구분하여 제공된

다. 각 동작에 대해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관절

에 대한 구부림 정도를 나타내는 회전각과 발이 올려

지는 높이를 가시화함으로써 정보를 즉각적으로 인

식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자세나 운동 상태, 동작 범

위 등을 유지하거나 교정할 수 있어 운동 효과를 높

일 수 있다.



749역운동학을 이용한 실시간 동작 복원 시스템 구현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스트레칭이나 걷기 동작 

등과 같이 개개인에 적합한 생활 운동을 동작을 시행

하면 입력된 동작 영상으로부터 자신의 동작을 복원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두 대의 카

메라를 이용하여 2차원 영상을 획득하여 2차원 위치

를 검출하고 신체 부위를 구분하였다. 다중 영상에서

의 2차원 좌표를 정합하여 3차원 위치로 복원하고,

각 신체 부위를 구분하고 추적하여 형성된 6개(root,

양손, 양발, 머리의 end-effector)의 위치 데이터를 

역운동학과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각 중간

관절의 3차원 위치를 추정함으로서 20개 관절의 3차

원 동작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복원된 각 관절의 3차

원 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동작자의 운동 자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실시간 자세 확인이 가능한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국

민 체조 동작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재활 운동뿐만 아니라 고 연령층의 생활 운동 시스템

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보였다. 향후에는 각 동작별 

올바른 동작 데이터를 DB화하여 이 데이터를 기준

으로 사용자의 동작과 비교를 통해 각 동작별 그리고 

신체 부위별 정확도를 제공함으로써 피 실험자가 자

신의 동작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

다. 또한 3차원 공간상에 계단과 같이 시각적으로 동

작자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객체를 배치하여 목표

를 설정하고 현재 어디까지 도달하였는지 비교치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흥미롭게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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