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0, No. 7, July 2017(pp. 1014-1023)

https://doi.org/10.9717/kmms.2017.20.7.1014

1. 서  론

사람의 신장 정보는 신원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

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여러 영상 보안 시스템에

서 사람이 촬영된 영상 내에서 사람의 신장을 예측하

고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로 이용하고 있다[1,2]. 이에 

따라 매장 등에서 출입 고객의 신장을 이용하여 출입 

고객의 분석과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영

상에서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카메라의 정보

를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과 영상 자체의 

정보를 통해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

카메라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

은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와 카메라의 각도를 이용하

여 촬영 영상에서 사람의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과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Parameter) 정보를 이용하

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Momeni[3]는 

카메라의 높이와 각도의 정보를 이용하여 촬영 영상

내 사람의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Viswanath[4]는 영상 내 사람의 위치와 카메라의 높

이의 정보를 이용하여 오차모델을 적용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카메라의 파라메

터를 이용하여 사전에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수행하고 영상에서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도 연구되

었다. Gallagher[2]는 카메라의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신장을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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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카메라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은 수행시간이 빠르

고,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등에 의존적이기 때

문에 사전에 설정 과정이 필요하고, 촬영 카메라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신장 추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카메라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연구되

는 방법은 지면이 이루는 평면과 사람을 추출하여 

이로부터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지면이 

이루는 외곽선을 이용하여 소실점을 추출한 후, 이를 

통해 지면이 이루는 평면의 정보를 얻는다. 그 후 지

면과 사람이 맞닿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5-9]. 이 방법은 비교적 정확한 

정확도를 보이지만, 지면을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성

능이 정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발 끝 등

의 지면과 맞닿은 부분이 촬영되지 않거나, 지면을 

구분할 수 없는 영상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단점이 있다. 그 밖에도 여러 대의 카메라

를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10]과 최적 위너 

필터(Filter)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루는 화소의 비율

을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1], 영상내 안면

의 높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

[11]등이 연구되었다.

깊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깊이 영상을 통한 

영상처리 분야의 연구[12-14]가 이루어짐에 따라 깊

이 정보를 통해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키넥트(Kinect)로 촬영한 인체의 스켈레톤

(Skeleton) 정보와 지면의 깊이 값을 이용하여 신장

을 추정하는 방법[15]과 깊이 카메라를 통해 정수리

와 발바닥의 깊이 값과 영상 내 위치를 이용하여 신

장을 추정하는 방법[16]등이 연구되었다. 이 방법들

은 기존의 색상 영상을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에 비해 추정 오차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추정 

대상의 자세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인체중 발 부위가 촬영이 되지 

않는 영상에 대해서는 신장을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천장에 깊이 카메라를 설치한 후,

하방으로 깊이 영상을 촬영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먼저 천장에 깊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배경영상을 촬영한 후 배경영상을 보정한다. 그 후 

촬영한 깊이 영상에서 사람을 검출하고, 깊이 영상과

의 깊이 차를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한다. 이 때 바닥

이 기울어졌을 때를 고려하여 추정된 신장에서 보정

을 수행하여 정확한 신장을 추정한다. 또한 여러 사

람의 신장을 추정할 때, 맞닿아 있는 객체를 분리하

기 위해서 이진화 과정 때 맞닿아 있는 객체가 분리

되도록 이진화 임계치를 변경하면서 추정한다.

하방으로 깊이 영상을 촬영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은 정면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비해 사람이 촬영 

영상에서 차지하는 화소의 개수가 적어진다. 이로 인

해 기존 방법에 비해 많은 인원의 신장을 동시에 추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수리와 바닥의 실

제 거리차를 이용하므로 정면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부터 신장을 추정하는 기존의 방법 보다 정확하다.

또한 정수리와 바닥 간 높이 차이를 추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발끝을 촬영하지 않아도 사람의 신장을 추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하방 촬영된 깊이 영상을 이용한 신장추정 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신장 추정 방법의 성능

을 평가하였으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하는 신장 추정 방법

Fig. 1은 제안하는 신장 추정 방법에 대한 전체 

시스템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크게 배경 영상 축적하

고 보정하는 단계, 이진화 및 객체 검출 단계,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객체로 이어진 경우 객체를 분리하는 

단계, 카메라의 설치각도에 따라 발생한 신장 추정 

오차를 보정하는 단계로 나뉜다.

2.1. 배경 영상 보정

본 논문에서는 Fig. 2와 같이 천장에 깊이 카메라

를 설치한 후, 깊이 카메라를 통해 깊이를 추정하여 

사람 객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사람객체 내에서 가장 

높은 화소와 바닥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신장으로 

추정한다. 이 때, 배경과 사람을 분리하고, 신장을 추

정하기 위해서 배경 영상을 이용한다. 이 때 배경영

상은 사람 등의 사물이 없는 영상을 N프레임동안 축

적하여 각 화소마다 축적된 값 중 최소값을 배경 영

상으로 결정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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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timation of height by using downward depth 

images.

이 때 배경 깊이 값의 오차는 신장 추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 깊이 값을 획득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깊이 카메라의 성능에 따

라 Fig. 3처럼 획득된 깊이 영상에서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이 오차는 영상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잡음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 배경 영상내 외곽에서 나타나는 추정 오차

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 영상 보정 방법인 중간값 

필터나 가우시안 필터 등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필터들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잡음에 대해서

는 효과적이지만, Fig. 3처럼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

로 나타나는 잡음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5 × 5 크기

의 마스크를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

한다. 먼저 깊이영상을 Fig. 4와 같이 4개 영역으로 

분할한다. 그후 각 분할된 영역마다 깊이 영상의 중

심에서부터 외각으로 보정을 수행한다. 이 때 깊이 

영상의 중심에 위치한 화소의 깊이 값보다 T 이상 

차이나는 화소를 탐색한다. 평면 바닥을 촬영한 배경 

영상의 경우, 대부분 영역의 깊이 값은 영상 중심에 

비하여 최대 100mm이내의 차이를 보이므로 본 논문

에서는 T 값을 100mm로 설정하였다. 해당 화소가 

발견되면 Fig. 4와 같이 마스크내의 x표시가 된 부분

의 평균을 통해 마스크 내 o 표시로 표시된 해당 화소

Fig. 1 Flowchart for estimating human height using downward depth images.

Fig. 3. Noise in dept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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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Fig. 5와 같이 배경 영상에

서 나타난 잡음을 보정할 수 있다.

2.2 깊이 영상을 통한 신체 검출과 신장 추정

신장을 추정할 대상을 검출하기 위해 배경영상과 

촬영 영상의 차 영상에 대해 이진화를 수행한다. 이

진화 영상에서 검출된 객체에 대해서, 외곽 부분에는 

다른 부위보다 잡음이 심하기 때문에 11 × 11 크기의 

침식 연산 마스크를 적용하여 객체의 외곽은 추정부

위에서 제거한다. Fig. 6는 천장에 설치한 깊이 카메

라로부터 하방으로 대상을 추정하였을 때의 이진화

된 영상을 나타내는데, 회색 부위는 침식 필터를 이

용하여 제거된 부분이다.

또한 이진화된 영역 내 머리카락이 촬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잡음이 크다.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이진화가 수행된 영역에 대해 3×3 중

간값 필터를 적용하여 머리카락에서 발생되는 잡음

을 제거한다.

그 후 신장을 추정하기 위하여 라벨링을 수행하

고, 획득된 라벨에 대해 깊이가 제일 작은 지점이 사

람의 신장 추정의 기준이 되는 정수리 부분이 된다.

이 떄 정수리 부분의 깊이 영상 내 좌표가 (x, y)일 

때, 신장의 높이 h는 식 (1)처럼 해당 지점에서의 배

경 깊이 dbg(x, y)와 dm(x, y)의 차이가 된다.

      (1)

하지만 깊이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깊이 카메라가 

이루는 평면과 배경화면을 이루는 평면이 평행하지 

Fig. 4. Correction mask of background image.

Fig. 6. Binary image with removed edge.
Fig. 5. Correction of backgrou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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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 (1)을 이용할 

경우 Fig. 7처럼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Fig. 7에서는 

실제 신장은 h로 추정이 되어야 하지만, 식 (1)를 이

용하면 로 추정이 된다. 이는 사람이 카메라를 통해 

영상으로 투영이 될 때, p위치에 위치한 신체의 정수

리는 위치에 위치한 배경과 영상 내 같은 화소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dbg(x, y)의 값은 p위치의 

배경깊이가 아닌  위치에서의 배경깊이가 된다. 이 

때 바닥이 깊이 카메라의 촬영 축과 수직인 평면과 

평행하다면 p위치에서의 배경깊이와  위치에서의 

배경깊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지

만, 바닥 평면이 기울어졌을 경우에는 배경 깊이 값

이 차이가 나게 되어 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신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바닥

이 기울어진 것에 대해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배경 영상의 중심에 위치한 화소의 깊이 값

을 dc라 한다면, Fig. 8에서 형성되는 삼각형을 통해 

식 (2)와 같은 비례식을 유도할 수 있다.

           (2)

식 (2)를 통해 배경을 이루는 바닥의 기울어짐이 

보정된 식 (3)을 구할 수 있다.

   

 
(3)

Table 1은 본 방법을 이용하여 기울어진 바닥 평

면을 대상으로 여러 위치에서 객체의 높이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 때 객체 A는 약 1m 높이의 사물이고,

객체 B는 신장이 1.74m인 사람이다. 이 때 식 (1)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실제 신장과의 오

차가 크지만, 바닥의 기울어짐을 감안한 식 (3)을 적

용하였을 때는 거의 정확한 신장이 추정되었다.

2.3 깊이 영상을 통한 다중 신장 추정

앞 절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의 

신장을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할 때,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등

의 영상 내에서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 중 

신장이 큰 한 사람의 신장만을 추정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Fig. 9는 사람의 객체가 떨어진 경우와 맞닿아 

있을 경우의 정수리 위치를 X자로 표시한 그림이다.

이 때 사람의 객체가 떨어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Fig. 7. Estimating error by tilting of floor.

Table 1. Correcting estimated height with tilting of floor

Object
Actual height

(cm)
dc (cm) dm (cm) dbg (cm)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h (cm) Error h (cm) Error

A 101.8 250.9

150.2 253.2 103 1.2 102.0 0.2

149.1 250.9 101.8 0 101.8 0

148.2 249.7 101.5 -0.3 101.9 0.1

B 174.5 101.8

77.7 252.8 175.1 0.6 174.2 -0.3

77 251.5 174.5 0 174.5 0

76.5 250.6 174.1 -0.4 174.7 0.2

dm(x, y)

dc
h

dbg(x, y)

Fig. 8. Correcting error of estimated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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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가 제대로 탐색되지만, 객체가 맞닿아 있을 때

는 가장 큰 사람의 정수리만 탐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이 맞닿아있는 경우에도 모두

에 대해 신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객체를 분

리해야한다. 이를 위해 이진화 임계치를 높여가면서 

재이진화를 수행한다. 임계치를 달리할 때마다 추정

이 되는 객체 수가 최대가 되는 임계치 값을 찾고,

그 지점에서의 이진화 영상을 이용한다. Fig. 10은 

이 방법을 적용한 모습을 보인다. 이 때 기존 이진화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는 A와 같이 객체가 분리가 되

지 않지만, 임계치를 달리함에 따라 C와 같이 객체가 

최대가 되는 임계치 값을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진화 임계치를 탐색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객체의 

가장 높은 점인 정수리 까지 20cm 간격으로 이진화 

임계치를 증가시켰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사의 Kinect v2를 이용

하였다. 이 때 Kinect v2의 성능은 Table 2와 같다.

또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깊이 카메라는 높이 2.5m

에 설치하여 아래를 향해 바라보게 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또한 실험에 쓰일 배경영상을 추출하기 위해 

N=100개의 배경 깊이 영상을 축적하여 이용하였다.

이때, 배경영상 축적 횟수(N)는 깊이카메라의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깊이 카메라 설치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 때 항상 같은 배경 영상을 보장할 수 있는 

횟수로 설정하였다[14]. 제안된 신장 추정방법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50프레임 간 신장을 추정하고 

평균 추정 오차를 측정하였다.

3.2 실험 결과

정지 상태의 사람을 촬영 했을 때의 신장 추정의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Fig. 11은 172.6cm의 사람의 

신장을 제안된 방법으로 추정했을 때 정지한 상태에

서 지속적으로 신장을 추정했을 때, 프레임별로 추정

된 신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 결과 신장이 거의 

정확하게 추정됨을 알 수 있다.

(a) (b)

Fig. 9. Estimating heights of two body: (a) case of separated body and (b) case of contacted bodies.

D

C

B

A

Fig. 10. Separation of multiple bodies by using changing 

threshold.

Table 2. Kinect v2 specifications for depth image

Classification Specification

Resolution 512 × 424

Frame per second 30fps

Horizontal angle 70°

Vertical angle 60°

Range of depth 0.5 ∼ 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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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정지한 상태에서의 신장 추정을 기존 

깊이 영상을 이용한 신장 추정 방법[16]과 제안된 방

법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 실험을 위해 신체적 특징이 다른 5명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기존의 깊이 영상을 이용

한 방법에서는 추정 오차가 평균 0.54cm으로 나타난 

반면, 제안된 방법에서의 추정 오차는 평균 0.22cm으

로 기존 방법보다 제안된 방법의 오차가 평균 2.45배

로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의 성능이 더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사람을 촬영 했을 때의 

신장 추정의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Fig. 12는 172.6

cm의 사람의 신장을 걷고 있는 상태에서 프레임별로 

추정된 신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때 정지한 상

태에 비해 추정 오차가 증가되었고, 프레임간의 오차

간격도 정지한 상태보다 컸다.

Table 4는 움직이는 경우에 기존 깊이 영상을 이

용한 신장 추정 방법과 제안된 방법에서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 때 기존의 깊이 영상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추정 오차가 평균 0.86cm으로 나타났고,

Fig. 11. Result of height estimation using proposed method in stop state.

Table 3. Result of height estimation in stop state

Body
Actual height

(cm)

Existed method[16] Proposed method
Performance

improvement rateEstimated height

(cm)

Error

(cm)

Estimated height

(cm)

Error

(cm)

1 173.2 173.7 +0.5 173.4 +0.2 2.5

2 169.8 169.1 -0.7 169.6 -0.2 3.5

3 180.2 180.8 +0.6 180.5 +0.3 2

4 152.1 151.6 -0.5 151.9 -0.2 2.5

5 172.6 173.0 +0.4 172.9 +0.3 1.33

Average 0.54 0.22 2.45

Fig. 12. Result of height estimation using proposed method in mov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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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방법에서의 추정 오차는 평균 0.60cm으로 기

존 방법보다 제안된 방법의 오차가 평균 1.43배로 개

선되었다. 움직일 때의 신장 추정은 기존 방법에 비

해 성능의 개선 정도가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객체로 이어진 경

우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3의 (a)는 5명의 

사람이 하나의 객체로 이어져 신장이 182.3 가장 크

게 추정된 한 사람만 인식된 경우이다. Fig. 13의 (b)

는 제안하는 이진화 임계치 탐색 방법이 적용된 영상

으로, 객체 수가 5으로 최대가 되는 위치로 이진화 

임계치가 적용되어 5명의 신장을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다중 신장 추정은 기존방법[16]으

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제안하는 방법으로 각 사람

의 정수리 부분을 분리하여 추출하고, 단일 객체에 

대한 실험결과인 Table 3, 4와 유사하게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를 2.5m

높이의 천장에 설치하였으나 깊이 값이 정확하게 측

정되는 범위인 3.5m 높이로 더 높게 설치할 경우, 카

메라와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깊이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객체의 크기 또한 줄어들게 되므로 더 

많은 사람의 신장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방으로 촬영된 깊이 영상을 이용

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아무

런 배경 영상이 없는 깊이 영상을 여러장 축적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배경 영상을 구하였다. 구해진 

배경영상에서 발견된 잡음을 5x5 마스크를 통해 제

거하였다. 그 후 촬영 영상과 배경 영상의 차 영상을 

이진화하여 구해진 객체들 각각에 대해 깊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을 정수리로 보고 정수리의 깊이 값과 

그 위치에서의 배경 깊이 값을 이용하여 신장을 추정

하였다. 또한 다수의 사람이 근접하여 하나의 객체로 

이어진 경우에는 이진화 임계치를 점진적으로 증가

Table 4. Result of height estimation in moving state

Body
Actual height

(cm)

Existed method[16] Proposed method
Performance

improvement rateEstimated height

(cm)

Error

(cm)

Estimated height

(cm)

Error

(cm)

1 173.2 174.5 +1.3 174.1 +0.9 1.44

2 169.8 170.4 +0.6 170.2 +0.4 1.5

3 180.2 181.0 +0.8 180.9 +0.7 1.14

4 152.1 151.8 +0.7 151.5 +0.4 1.75

5 172.6 173.5 +0.9 173.2 +0.6 1.5

Average 0.86 0.60 1.43

(a) (b)

Fig. 13. Image of separated multiple bodies by using changing threshold: (a) before body separation and (b) after 

body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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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객체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임계치에서의 이진

화 영상을 이용하여 객체를 분리할 수 있었다. 그 결

과 신장 추정 오차가 정지 상태일 경우에는 평균 

0.22cm, 보행중인 상태에서는 평균 0.60cm 오차로 

신장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색상 

영상을 이용한 신장 추정에서의 문제점이었던 촬영 

환경에 민감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하방으로 깊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기존 깊이 영상

을 이용한 신장 추정에서의 문제점이었던 작은 움직

임에도 신장 추정 값이 민감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정면에서 촬영하는 방

법 보다 많은 사람의 신장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으

므로 놀이공원, 병원, 학교에서 신장을 측정해야 하

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나 보안 분야에서 신원 확인에 이용할 

수도 있고, 마케팅 분야에서 고객을 분석하는 등 여

러 분야에 폭 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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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팀장

2003년 9월～2004년 8월 Univ. of Texas at Arlington

방문 교수

2010년 9월～2011년 8월 Massey University 방문 교수

2001년 3월～현재 동의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멀티미디어신호처리, 영상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