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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제스처 인식을 위한 기초적 신체 모델 인코딩과
선택적 / 비동시적 입력을 갖는 병렬 상태 기계
Primitive Body Model Encoding and Selective /
Asynchronous Input-Parallel State Machine for Body
Gestur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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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dy gesture Recognition has been one of the interested research field for Human-Robot
Interaction(HRI). Most of the conventional body gesture recognition algorithms used Hidden Markov
Model(HMM) for modeling gestures which have spatio-temporal variabilities. However, HMM-based
algorithms have difficulties excluding meaningless gestures. Besides, it is necessary for conventional
body gesture recognition algorithms to perform gesture segmentation first, then sends the extracted
gesture to the HMM for gesture recognition. This separated system causes time delay between two
continuing gestures to be recognized, and it makes the system inappropriate for continuous gesture
recognition. To overcome these two limitations, this paper suggests primitive body model encoding,
which performs spatio/temporal quantization of motions from human body model and encodes them
into predefined primitive codes for each link of a body model, and Selective/Asynchronous
Input-Parallel State machine(SAI-PSM) for multiple-simultaneous gesture recogni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gesture recognition system using primitive body model
encoding and SAI-PSM can exclude meaningless gestures well from the continuous body model data,
while performing multiple-simultaneous gesture recognition without losing recognition rates
compared to the previous HMM-based work.
Keywords: Body Gesture Recognition, Primitive Body Model Encoding, SAI-PSM, Multiple-Simultaneous Gesture Recognition

1. 서 론

1) `

본 연구는 사람-로봇 상호작용(Human-Robot Interaction;

HRI)을 위한 바디 제스처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특히,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깊이 센서 기반 몸의
자세 추정 연구를 바탕으로 얻어진 바디 제스처 인식을 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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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바디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은 대부분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이하 HMM)
[4-7]

을 바탕으로 바디 제스처 인식을 수행한다

.

[7]

Yang 의 연구에서는 제스처가 아닌 동작을 가비지 제
스처(garbage gesture)로 정의하고 이를 검출하기 위한
garbage gesture model을 HMM을 이용해 설계하여 강인
한 바디 제스처 인식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사람의 동작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제스처를 유한
개의 HMM으로 모델링 하여 의미 있는 제스처로부터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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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인식하고자 하는 제스

2. 기초적 신체 모델 인코딩

처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진다. 또, HMM을 이용
한 제스처 인식은 제스처의 끝점을 인식한 후 거꾸로 거슬

2.1 깊이 영상으로부터의 신체 모델 추정

러 올라가 시작점을 찾는 제스처 분할 과정을 거친 후

바디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센서로부터 사람 몸

HMM을 통해 제스처 인식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연 없는

의 자세를 추정해야 하는데, 깊이 센서를 이용한 깊이 영상

연속적 제스처 인식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기반 신체 모델 추정 기술이 현재까지 연구된 것들 중 가장

[4]

Kim 은 기존의 HMM을 이용한 제스처 인식에서, 제
스처 분할 이 후 제스처 인식을 수행할 때 생기는 지연으로
인해 연속적인 제스처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극복

[3]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Shotton 의 연구에서는 단일 깊이

영상으로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신체 관절의 3차원 좌표를
[3]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Shotton 은 기존의 영

하기 위해 forward spotting accumulative HMM을 이용한

상 내 신체 모델 추정 알고리즘이 겪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연속적인 바디 제스처 인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모션 캡처를 통한 방대한 양의 데이

HMM을 통한 제스처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제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깊이 영상에서 신체

스처와 의미 없는 제스처간의 강인한 구분이 어렵다.

부위를 분류한 후 각 신체 관절의 3차원 좌표를 추정하는

은 다중 카메라를 통한 view-invariant 바디 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otton[3]의 연구

스처 인식과 동시에, HMM을 이용한 의미 없는 제스처의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영상으로부터 총 15개의 관절 좌표

구별을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가비지 제스처

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12개의 링크를 가지는 스켈레톤 신

모델(general garbage gesture model)과 특정 가비지 제스

체 모델을 생성한다.

[5,6]

Peng

처 모델(specific garbage gesture model)을 동시에 학습시
키고, 이를 제스처 HMM 모델과 병렬로 연결하여 보다 강
인한 제스처 인식을 제안하였다. 의미 없는 제스처 모델링
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학습시킴을 통해 HMM을 이용한
의미 없는 제스처의 구별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장점이 있
지만, 제스처 분할 이후 제스처 인식을 수행하면서 발생하
는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가지는 HMM 기반 제스
처 인식 알고리즘이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한 새로운 제스
처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깊이 센
서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신체 모델의 동작을 시공간적으로
양자화 및 코드화하는 기초적 신체 모델 인코딩(Primitive
Body Model Encoding)과, 이로부터 생성된 코드를 바탕으

2.2 기초적 신체 모델 인코딩
기초적 신체 모델 인코딩(primitive body model
encoding)은 영상으로부터 추정 된 신체 모델의 연속적인
시퀀스를 시공간적으로 양자화 하는 과정이다. 신체 관절
의 좌표로부터 얻어지는 관절과 관절 사이의 링크(link)의
3차원 각도를 계산하고, 각 링크별로 각도의 변화를 관찰하
여 링크의 동작을 시공간적으로 양자화 하게 된다. 각 링크
의 양자화 된 동작은 하나의 코드(code)로 표현하게 되며,
이 코드를 기초 코드(primitive code)라고 정의한다. 즉, 기
초적 신체 모델 인코딩은 신체 모델을 각 링크에 해당하는
기초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2.3 기초 코드의 정의

로 동시다발적 제스처 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선택적 / 비동

기초 코드는 각 링크의 동작을 양자화 한 정보를 담고

시적 입력을 갖는 병렬 상태 기계(Selective / Asynchronous

있으며, 기초 동작 코드(Primitive Motion Code; PMC)와

Input-Parallel State Machine, SAI-PSM)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 자세 코드(Primitive Pose Code; PPC)로 구성된다.

실험을 통해 기초적 신체 모델 인코딩과 SAI-PSM을 이용

두 개의 서브 코드는 서로 다른 정보를 양자화 하기 위해

한 제스처 인식이 기존의 HMM 기반 알고리즘의 인식률을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 인코딩 된다. 기초 동작 코드는

유지한 채 의미 없는 제스처의 제외에 강인하며 제스처간

링크의 회전 방향 및 회전 각도를 시공간적으로 양자화 한

의 지연 없이 연속적인 제스처 인식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정보를 가지며, 기초 자세 코드는 회전의 끝점에 해당하는

확인하였다.

링크의 자세를 공간적으로 양자화 한 정보를 가진다.
기초 동작 코드는 각 링크의 회전 방향을 나타내는 코
드 워드 α와, 회전 각도를 나타내는 코드 워드 β로 이루어
져 있다. 회전 방향은 세 개의 궤도에 대해 각각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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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인 총 6개의 방향으로 정의된다. 회전 방향으로의 회전

코드 워드는 ϕ와 θ를 45°간격으로 분할한 양자화 레벨에

각도의 양자화 간격은 20°로 결정하였는 데, 양자화 간격이

대해 정의되며, 이 양자화 간격도 기초 동작 코드의 경우와

너무 크거나 작아지면 이를 코드 화했을 때 코드의 개수가

마찬가지로 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즉, 각 회전의 끝점에

너무 적거나 많아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며 실험적으로

해당하는 자세는 26개의 기초 자세 코드를 통해 표현되게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각 링크의 회전은 총 55개의 기초

된다(Table 2).

동작 코드를 통해 표현되게 된다(Table 1).
각 궤도에 해당하는 회전을 검출하기 위해서 먼저 각

Table 2. 26 Primitive Pose Codes

궤도상의 회전을 가질 수 있는 링크의 각도 범위를 정의하
고, 각 궤도에 해당하는 범위에 링크가 존재할 때 그 궤도
에 해당하는 회전 여부 및 회전 각도를 검출한다. 링크가
각 궤도에 해당하는 범위에 존재할 때, 링크의 3차원 벡터
를 궤도 위로 투사하여 궤도상의 벡터로 변환한 후, 궤도
위에서의 각도 변화를 관찰하여 회전 여부 및 회전 각도를
검출한다. Fig. 1은 수직 궤도에 대한 회전 검출 과정을 예
시로 보여준다.
정의 된 기초 동작 코드는 링크의 회전 방향 및 각도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전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기초 자세 코드는 회전
의 끝점의 정보, 즉 회전의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양자화
한 정보를 담게 된다. 링크의 자세를 구 좌표계를 이용해
ϕ와 θ로 나타내게 되면, 기초 자세 코드는 ϕ를 양자화 한
코드 워드 γ와 θ를 양자화 한 코드 워드 δ로 이루어진다.
이 때 구 좌표계의 원점은 각 링크의 시작 관절이 된다. 각

3. 선택적/비동시적 입력을 갖는 병렬 상태 기계
3.1 기초 코드와 유한 상태 기계
기초 코드로부터 연속적인 바디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
해서는 기초 코드를 이용해 제스처를 모델링하고, 실시간
으로 들어오는 신체 모델의 기초 코드로부터 제스처가 발
생했는지를 검출해야 한다. 기초 코드의 순차적 발생을 제
스처로 정의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제스처 인식 모델을
제안한다. 기초 코드의 순차적 발생을 검출하기 위한 모델
로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 FSM)의 개념을

Table 1. 55 Primitive Motion Codes

이용한다. 유한 상태 기계는 시스템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유한개의 상태로 정의하고, 주어지는 입력에 따라
다른 상태로 전이를 하거나 출력 또는 액션이 일어나게 하
[8]
는 장치를 나타내는 모델이다. Mitra 에 의하면, “제스처

는 유한 상태 기계를 이용해 시공간적 상태의 시퀀스로 모
델링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한 상태 기계는
기초 코드의 순차적 발생을 검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관
적이고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한 상태 기계를 이용해 기초 코드의 순차적 발생을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모델링 하기 위해, 유한 상태 기계

Fig. 1. Detection of rotation along the vertical trajectory

Fig. 2. Gesture recognition using finite stat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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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는 현재 인식하고자 하는 제스처의 인식 과정의 단

3.3 SAI-PSM을 이용한 바디 제스처의 모델링

계를 나타내고 입력과 출력은 각각 기초 코드와 인식된 제

SAI-PSM과 기초 코드를 통한 동시다발적 제스처 인식

스처로 정의한다. 이 같은 정의를 통해, 유한 상태 기계에

을 수행하기 위해 바디 제스처를 SAI-PSM을 이용해 모델

기초 코드가 순차적으로 입력되었을 때 상태가 전이됨에 따

링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SAI-PSM의 상태를 정의하는

라 제스처의 인식 과정의 단계가 올라가고, 최종 상태에 도

것과 입력에 따른 상태 전이를 정의하는 것으로 나뉜다.

달하게 되면서 출력을 통해 제스처가 인식되게 된다(Fig. 2).

SAI-PSM의 상태는 인식하고자 하는 제스처의 특징적인
자세나 동작을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아래의 가정 (1)

3.2 선택적/비동시적 입력을 갖는 병렬 상태 기계

과 (2)로부터 각 제스처에 해당하는 SAI-PSM의 상태를 정

일반적인 유한 상태 기계와 기초 코드를 이용한 제스처

의하게 된다.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동시다발적인 제스처 인식을 위한 선택적/비동
시적 입력을 갖는 병렬 상태 기계(Selective / Asynchronous
Input-Parallel State Machine, 이하 SAI-PSM)을 제안한다.
SAI-PSM은 유한 상태 기계에 세 가지 특성을 추가하
여 정의된다. 첫 번째로, SAI-PSM은 여러 유한 상태 기계

가정 (1) : 인식하고자 하는 제스처의 설명은, 제스처가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그 제스처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신체부위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정 (2) : SAI-PSM의 상태는 제스처의 설명으로부터 사용자
에 의해 별 다른 규칙 없이 직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 동시에 존재하는 병렬 상태 기계(Parallel State
Machine; PSM)의 구조이다. 이 같은 병렬적인 구조를 통

SAI-PSM의 상태가 정의되고 나면, 제스처 인식을 위

해 하나의 제스처 당 하나의 유한 상태 기계를 설계하여

한 입력과 상태 전이를 정의해야 한다. Table 3은

동시 다발적인 제스처 인식을 수행한다. 병렬 상태 기계 내

SAI-PSM의 상태 전이에 해당하는 입력을 정하는 규칙을

에 총 n개의 유한 상태 기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i번

정의한다. 각 상태 전이에 해당하는 입력은 반복적인 제스

째 유한 상태 기계의 현재 상태를 Si(t)라 하면 SAI-PSM의

처의 수행을 통한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통

상태는 식 (1)와 같이 정의된다.

해 학습된다.

        ⋯   

(1)

Table 3. Definition of State Transitions in SAI-PSM

두 번째로, SAI-PSM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입력되
는 다중 입력을 처리 할 수 있다. n개의 다중 입력을 통한
상태 전이는, 처음 입력이 들어온 순간부터 n개가 모두 입
력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정 시간 이하일 때에 성공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신체 부위로부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입력되는 동작에 대한 제스처 인식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SAI-PSM 내의 각 유한 상태 기계는 처리
할 수 있는 고유 입력 집합을 가진다. 즉, 각 유한 상태 기
계는 인식하고자 하는 제스처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의 기
초 코드만을 선택적으로 입력 받는다. 이와 같은 선택적인

4. 실험 결과 및 분석

입력 처리를 통해 SAI-PSM을 이용한 제스처 모델링을 보
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제스처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의 동작만을 입력 받으므로 강인한 제스처 인식을 수
행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로봇과의 인터랙션을 위한
15개의 바디 제스처를 정의하였다. 각각의 바디 제스처는
팔, 다리, 목 등 신체 모델의 모든 링크의 다양한 움직임을
반영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동작 위주로 정의함
을 통해, 본 실험에 사용된 제스처들이 다른 연구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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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들에 비해 일반성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총 세 가지의 실험을 통해 검증
하였다.

4.1 의미 없는 행동들의 제외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HMM을 바탕으로 한 가비
지 제스처 모델링 없이도 의미 없는 행동들을 효율적으로

4.2 동시다발적 제스처 인식
제안된 시스템이 여러 제스처를 동시다발적으로 인식
할 수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제스처를 동시다
발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병렬 상태 기계의 상태 전이
및 출력을 분석했다. Fig. 4는 오른 팔을 이용한 “Hello”
제스처와 오른쪽 다리를 이용한 “Kick” 제스처에 해당하는
유한 상태 기계의 상태와 출력을 시간에 따라 관찰한 그래

제외할 수 있음을 검증 하고자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제

프이다. 17-71 프레임 구간과 109-125 프레임 구간에서는

스처 분할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기초 코드를 바

각 제스처를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며, 172-220 프레임 구간

탕으로 제스처 인식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HMM 기
반 확률적 제스처 인식과는 다르게 제스처에 해당하는 기
초 코드가 순서대로 정확히 입력되어야 제스처가 인식된다.
그러므로 제스처가 아닌 다른 행동들로부터 기초 코드들이
SAI-PSM에 입력되더라도, 학습된 제스처에 해당하는 순
서대로 정확히 입력되지 않으면 출력을 만들어 내지 못해
제스처가 인식되지 않는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를
향해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채롭게 몸동작을 수행했을 때 이러한 움직임을 잘 제외

과 255-300 프레임 구간에서는 두 제스처를 동시에 수행하
였다. 결과로부터 각각의 유한 상태 기계가 병렬적으로 제
스처 인식을 수행함을 통해 “Hello”와 “Kick” 제스처가 동
시에 인식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실험에
사용된 두 제스처 이외에 다른 모든 제스처들의 동시 다발
적 인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즉, 제안된 시스템은 어떠
한 두 개 또는 다수의 제스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제스처와 제스처 사이에 지연 없이 연
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임을 검증하였다.

하는지를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Fig. 3은 5000 프레임(약 500초)동안 카메라를 향해 팔
과 다리를 끊임없이 다채롭게 움직였을 때 SAI-PSM 내 모
든 유한 상태 기계들의 상태 및 출력을 나타낸다. 의미 없
는 행동들이 발생시킨 기초 코드에 의해 다수의 유한 상태
기계가 상태 전이를 했지만 대부분이 출력을 발생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실험 도
중 “Kick”과 “Hello” 제스처가 한 번씩 인식되었는데, 이
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각 제스처에 해당하

Fig. 4. State and output of each finite state machine while performing
both “Hello” and “Kick” gestures

는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여서 발생된 출력이다. 이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이 정의된 제스처 이외의 행동
들을 의미 없는 행동으로 잘 제외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4.3 시공간적 변화를 가지는 제스처의 인식률 검증
같은 제스처라도 제스처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뀌거나
제스처를 여러 번 수행할 때 그 형태는 시공간적 변화를
가진다. 기초 코드와 SAI-PSM을 이용한 제스처 인식이 시
공간적 변화를 가지는 제스처를 잘 모델링 하는 지를 검증
하기 위해, 여러 명의 사람이 정의된 제스처를 수행하였을
때의 인식률 확인하여 제스처의 시공간적 변화에 강인한지
를 검증한다. Table 4는 10명의 실험자에게 제스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각 제스처에 대해 10번의 제스처를 수행
하고 성공 횟수를 체크하여 인식률을 계산한 결과이다. 각
제스처에 대한 10명의 평균 인식률은 최소 70%에서 최대
99%였으며, 종합적인 인식률은 87.7%였다. “Come here”,

Fig. 3. State and output of each finite state machine in SAI-PSM
while performing meaningless gestures

“Sit down”, “Stand up”, “Thank you” 제스처의 경우에는
평균 인식률이 70% 대로 다른 제스처에 비해 낮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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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sture Recognition Rate from Various Subjects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HMM을 이용한 바디 제스처 인
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초적 신체 모델
인코딩과 SAI-PSM을 통한 동시다발적 바디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신체 모델 각 링크의 동작을 시공간
적으로 양자화 및 코드화 하는 기초적 신체 모델 인코딩을
이용해 의미 없는 제스처를 강인하게 제외하였으며,
SAI-PSM을 통해 동시다발적인 제스처 인식을 수행하였
다. 실험을 통해 본 시스템이 기존의 HMM 기반 제스처
는데, 이는 깊이 센서로부터 자세를 추정하는 과정[3]에서

인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제스처 인식 시스템이며,

팔에 해당하는 링크가 카메라의 정면을 향할 대 발생하는

성능 면에서도 뛰어남을 검증하였다. 추후에, 제스처 인식

오차에 의한 인식률의 하락이 그 원인이다. 이처럼 자세 추

을 위한 SAI-PSM의 설계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 없는 학

정 기술 측면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한다면, 제안된 제

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처 인식 시스템이 시공간적 변화를 갖는 제스처 인식에
있어서 다른 HMM 기반 제스처 인식 시스템에 견줄 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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