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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젼 기반의 휴먼 인체 추적 문제는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고, 인체 구성 요소들 간의 가려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즈 간의 모호성 등으로 야기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휴먼 상체 포즈에 따른 고차원 탐색 공간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Mean-Shift Belief Propagation 
(MSBP) 및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 제약에 기반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증명하

기 위해 실험을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과의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1. 서  론 
최근 인간 생활을 돕는 로봇에 대한 핵심 기술인 휴

먼-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휴먼 포즈 추정 및 인체 구성 요소 추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1]. 휴먼 인체 구성 요소 추적

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양한 포즈로 인한 고차

원 탐색 공간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것과 포즈 간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기존의 휴먼 포즈 추정 및 추적에 관한 연구들은 크

게 하향식 방법과 상향식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향

식 방법을 이용한 A. Bissacco 등의 연구는 입력 영상에

서 3차원 휴먼 모델을 구성하여 모델과 실제 전신의 특

징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2]. 이러한 방법은 가

능한 휴먼 포즈를 모두 고려하여 인체 구성 요소를 추

적하기 때문에 고차원의 탐색 공간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M. W. Lee 등은 마코프 랜덤 필

드에 기반하여 전신을 부분적인 인체 구성 요소로 분할

하고, 각 인체 구성 요소를 검출 및 추적하는 상향식 방

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향식 방법은 추정하려는 구

성 요소 수가 늘어나면 탐색 공간 역시 급격히 증가한

다는 단점이 있다[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ernier 등은 비모수적 신뢰 전파 (Nonparametric Belief 
Propagation)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추적에 사용된 샘플수

가 증가하면 탐색 공간이 함께 증가하는 한계를 보였다

[4].  
본 논문은 다양한 휴먼 상체 포즈에 따른 고차원 탐

색 공간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Mean-Shift Belief 
Propagation (MSBP) 및 역기구학 제약에 기반한 휴먼 상

체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휴먼 상체 추적 방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

는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스테레오
카메라

깊이 영상

컬러 영상
전경추출 상체 초기화

3차원 상체
추정 및 추적

상체MRF 모델MSBP를 이용한
최대 사후확률

추정

기구학적 제약

…

…

MRF 모델에 포함된 MSBP  
그림 1. 상체 3차원 추정 및 추적을 위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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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먼 상체 추적 시스템 
2.1 인체 구성 요소 추출 및 초기화 

사람의 상체 포즈를 추적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특징

들을 얻기 위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스테레오 영상으

로부터 0.5~2.0m 사이의 관심 거리를 설정하여 관심 거

리내의 전경 영역을 추출한다. 그림 2(나)에서는 추출된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추출된 공간상의 전역적인 위치

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얼굴 특징 추출을 제공하

는 Viola Jones 얼굴 검출기[5]를 사용한다. 또한, 사용자

마다 바뀌는 피부색 값과 조명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피부색 추출을 위하여 얼굴 피부색 수치에 상응하는 
YUV 피부색을 추출한다. 추출된 얼굴에 피부색으로 그

림 3(가)의 피부색 히스토그램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히

스토그램과 입력 영상의 각 픽셀에 대응하여 그림 3(나)
의 회색조 형태로 피부색 확률을 표현하였다. 신체 구성 
요소의 길이의 초기화를 위해 그림 2(가)와 같은 초기 
자세를 취해 전체 구성 요소에 관한 초기화를 하였다. 
검출된 얼굴 길이의 비에 따라, 상응하는 어깨의 길이를 
설정하고, 기구학적 제약이 적용된 전경 영역에 해당하

는 곳을 어깨로 설정하였다. 생성된 어깨 위치와 손의 
위치에 근거하여 각 팔의 길이를 초기화한다. 
 
2.2 상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마코프 랜덤 필드 

본 논문에서는 상체의 각 구성 요소들을 확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마코프 랜덤 필드 (Markov Random 
Fields) [6]를 사용한다. 마코프 랜덤 필드는 확률 변수 
들의 집합 x 의 분해된 결합 확률을 특성화하는 성질을 
지닌다. 그림 4에서 각 흰색 원 노드 xH는 머리, xLS와 좌 
우 어깨, xLE와 xRE는 좌우 팔꿈치, xLH와 xRH는 좌우 손 
에 대한 확률 변수를 의미한다. 각 검은 노드는 각 신체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관측치를 나타낸다. 단일 확률 변

수 xi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 입력 영상 및 초기자세 (나) 전경 추출 
그림 2. 초기 자세 및 관심 거리 전경 추출. 

  

(가) 피부색 히스토그램 (나) 추출된 피부색 확률 
그림 3. 피부색 확률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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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Ψ(xi,xj)는 상체 구성 요소들간의 상태를 표현하

는 함수로 가우시안으로 표현한다. φ(xi,yi)는 관측치에 
상응하는 인 상체 구성 요소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exp{ (1 )}u
i ix y Sφ α= − −  (2)

얼굴과 손의 피부색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0 0

(x , y )1 V Uy x
u u v

y x

svS
k τ

= ∑∑  (3)

sv(xu, yv)는 2차원영상에서 피부색에 대한 화소이고, α는 
상수이다. 어깨에 대한 관측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 exp{ (1 ( ))}i ix y DG KCφ α= − −  (4)

DG는 스테레오 영상 정보에 의한 어깨의 영상 깊이 값

의 기울기이다. 어깨에 대한 기구학적인 제약 KC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낸다. 

( cos , sin )KC a r b rθ θ= + +  (5)

(a,b)는 몸통의 기준점을 나타내며 r은 어깨의 길이 θ는 
어깨 위치의 가능한 각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양쪽 어깨에 대한 관측치에 대한 값을 추정한다. 

순차적 추적을 고려한 MRF는 다음과 같이 시계열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p(yt|xt)는 관측 우도 모델, 
p(xt-1|yt-1)은 이전 데이터에서 오는 반복적인 사전분포 형

태이고, 동적 특성 모델 p(xt|xt-1)은 선형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하였다. 

1

1 1 1

x

(x |y ) (y | x ) (x | x ) (x | y )
t

t t t t t t t tp p p p
−

− − −∝ ∫
 

(6)

 
그림 4. 상체 마코프 랜덤 필드 모델. 

 
2.3 역기구학에 의한 관측치 

인체 구성 요소의 탐색 범위를 제약하는데 있어서 관

절의 각도나 동작으로 인체 구성 요소의 끝점 위치를 
구하는 기구학적 제약이 요구된다. 또한, 팔꿈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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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깊이 정보를 지니고 있는 상체 요소는 해당하는 
전체 깊이 정보의 합에 대한 평균으로 상체 구성 요소

에 대한 전체적인 깊이 값을 측정하였다. 확률적인 추정

에도 불구하고, 추적 과정에서 상체 구성 요소의 확률이 
감소하여 상체 구성 요소를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기존의 방법은 상완과 하완의 템플릿에 기반한 
외형 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적의 실패가 많다. 이러

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체 구성 요소의 끝점의 
위치로 각 관절 위치를 구하는 역기구학[7]을 응용한 제

약을 사용하였다. 그림 5에서 E
ur

는 어깨 좌표에서 손 좌

표까지의 벡터이며, u는 상완의 길이이다. a는 하완의 길

이를 나타내고, r 은 팔꿈치 위치의 후보 호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Rc는 팔꿈치 좌표 후보 호의 중심을 나타내고 
S 는 어깨 3차원 좌표를 나타낸다. H 는 손의 3차원 좌

표를 나타낸다. 팔꿈치 좌표 후보 호의 중점 Rc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 , , )c x x y y z zR S E S E S Eτ τ τ= + + +
uur uur uur

 (7)

여기서, 2 2 2/ | |u a Eτ = −
ur

이다. 그리고, 호의 반지름의 길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4)(||4 222222222

E
EauauauE

r
++−++

=  (8)

호의 반지름으로 얻어진 팔꿈치 후보 위치에서 다음과 
같은 팔꿈치의 기구학적 제약이 발생된다. Or은 호의 임

의에 법선 벡터이다. 

( cos sin )c rKC R E Oθ θ= + +
ur

 (9)

 

 
그림 5. 역기구학을 응용한 팔꿈치 후보 영역도. 

 
2.4 Mean-Shift Belief Propagation에 의한 확률 추정 

비순환적 그래프인 MRF에서의 확률 변수들은 주로 
신뢰전파 (Belief Propagation: BP)로 추정한다.. 하지만 BP
에 의한 확률추정은 인간의 신체를 검출 및 추적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포즈에 의한 높은 자유도로 고차원적인 
탐색 공간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an-Shift BP (MSBP)[8]를 이용한 사후 확률 추정

을 제안하였다. MSBP는 연속적이거나 거대한 확률 공간

에서 최대 사후 확률을 얻기 위해서 모든 확률 공간을 
탐색하지 않고 지역적 가중치 샘플을 반복적으로 이용

하는 Parzen 창과 같은 mean shift를 이용하여 비모수적

인 최대 확률점을 찾아 낸다.  

( 1) ( )

( )/

( ) ( , ) ( , ) ( )
i

n n
i j j i j i i k i i

x k i j

m x x x x y m xψ φ+
→ →

∈Γ

=∑ ∏
 

(10)

MSBP에 대한 샘플 가중치는 합-곱 법칙을 사용하는 기

본적 메시지 패싱 (message passing) 방법에 기반한다. 여

기서 Γ(i)/j는 j를 제외한 모든 이웃 노드 i를 나타낸다. 
샘플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mean shift 과정을 거쳐 최대 
사후 확률로 수렴해 간다. 

( )
( 1)

( )

( ) ( )

( ) ( )

n
i i in i

n
i ii

K x x b x x
x

K x x b x
+

−
=

−
∑
∑

(11)

여기서 b(xi)는 신뢰의 가중치를 의미하며, x(1)는 초기 위

치를 나타내고, x(n) 는 n번 후에 추정된 위치를 나타낸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Bumblebee® 카메라로 획득된 320x240 
크기의 스테레오 영상을 Dual Core 2.4Ghz 시스템에서 
실험하였다. 기존의 비모수적 신뢰 전파(Nonparametric 
Belief Propagation) 방법을 사용한 Bernier[4]의 방법론에 
대하여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련의 동작을 취하는 
전체 500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영상을 ground truth 
공간 좌표와 실제 3 차원 포즈 공간 좌표를 비교하였다. 
각 좌표는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제공되는 실측 
거리(m)를 적용하였다. 상체 구성 요소 평균 거리 PDA 는 
전체 영상수 K 와 3 차원 상체 구성 요소의 추정된 좌표 
R(x,y,z)와, 지상 검증 좌표 G(x,y,z)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거리 오차를 측정하였다. 

1

1 | ( , , ) ( , , ) |
K

k k
DA

k

P R x y z G x y z
K =

= −∑ (12)

그림 6 은 Bernier 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500 개의 
영상에서 일부 추적된 거리오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에서 그래프의 가로축은 영상의 프레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오류 거리(m)를 의미한다. 실험 결과 
팔꿈치에 대한 결과가 불안정함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추적 거리 오류가 높음을 보였다. 그림 7 은 제안된 
방법론의 결과로 기존방법과 비교하여 팔꿈치 영역에서 
더욱 안정된 결과를 보이고 전체적인 오류도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인체구성 요소의 세부적인 결과는 
표 1 에 기술하였으며, 전체 평균 결과는 기존의 
0.63m 의 거리 오차에 비하여 감소된 0.47m 의 거리 
오차를 보였다. 동작 속도는 500 개의 영상을 
처리하는데 있어 5fps 의 기존 연구보다 빠른 7 fps 의 
처리 속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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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실 환경에서 기구학적인 방법과 확률적인 

추정 모델을 사용하여 휴먼의 상체 동작을 추적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각 방법은 관심거리 영역 설정으로 전

경을 추출하고, 개별 사용자와 조명 밝기에 강인한 피부

색 검출을 기반으로 하여 얼굴과 손을 검출 및 추적하

였다. 마코프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각 신체 구성 요소를 
기구학적인 제약으로 탐색 공간을 줄였으며. 또한, 역기

구학을 이용하여 팔꿈치 영역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 
MSBP로 인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적은 연산량으로 고차

원 공간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후 연구는 각 
신체 구성 요소의 자기 겹침 상황에서도 강인한 추적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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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ernier 방법의 추적 거리 오류[4] 

 

 

그림 7. 제안된 방법의 추적 거리 오류 
 

표 1. 각 상체 구성 요소의 추적 결과(m) 

상체 구성 요소 Bernier 방법  제안된 방법 

얼굴 0.37.  0.40 
왼쪽 어깨 0.45  0.42 

오른쪽 어깨 0.28  0.27 
왼쪽 팔꿈치 1.02  0.71 

오른쪽 팔꿈치 0.99  0.59 
왼쪽 손 0.49  0.45 

오른쪽 손 0.53  0.51 

상체 구성 요소 평균 0.63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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