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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lgorithm for the analysis of poses while playing table-tennis using action recognition. We use 

Kinect as the 3D sensor and 3D skeleton data provided by Kinect for further processing. We adopt a spherical coordinate system and 

feature selected using k-means clustering. We automatically detect the starting and ending frame and discriminate the action of table-

tennis into two groups of forehand and backhand swing. Each swing is modeled using HMM(Hidden Markov Model) and we used  

a dataset composed of 200 sequences from two players. We can discriminate two types of table tennis swing in real-time. Also, it can 

provide analysis according to similarities found in good 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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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동작인식은 컴퓨터 비전에서 널리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분야이다[1,2]. Kinect 출시 이전에는 주로 카메라를 통한 2D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객체탐색 및 시공간적인 부분을 중점

적으로 다루어왔다. 예를 들어, Bobick [3]등은 형태변화의 추

적을 통해서 사람의 전경부근을 실루엣으로 습득하였다. 실

루엣들은 템플릿 매칭을 위한 동작 탐색자로써 사용되는 동

작 에너지 이미지들(MEI)과 동작 히스토리 이미지들(MHI)를 

생성에 이용되었다. Davis [4]등은 다수의 카메라를 통해서 생

성된 실루엣 통해서 움직임들의 분포를 고려하고 GMM을 

사용하여 동작인식을 시도하였다. Fuijiyoshi [5]등은 이미지로

부터 “star” 관절을 추출하였으며 그들 중 다리와 몸통 분리

를 통해서 동작구분을 하였다. Yu [6]등은 담 침입 탐색 응용

에서 특징점으로 손발을 사용하여 객체추적을 하였다. 또한, 

스테레오 카메라의 RGB 이미지들로부터 관절각도를 특징점

으로 추출하여 동작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 Zia [7]등이 있다. 

이미지 분석에 기반한 방법들은 이미지로부터 객체를 인식하

는 과정, 객체로부터 3D 관절정보를 추출하는 과정까지 많은 

처리과정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Kinect의 출시는 이미지를 이용한 2D 기반의 분석 방법보

다 정확한 3D 관절정보를 얻게 해주었다. Kinect로부터 얻는 

거리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거리정보를 이용하

는 경우 칼라와 텍스처로부터 영향이 적고 자세에 따라 다르

게 발생하는 실루엣의 모호함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 연구

에는 거리 이미지로부터 3D 점의 표현과 점들을 사용하여 

동작 인식을 시도한 방법[8], 구면 좌표계의 적용과 동작의 

특징점들을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와 k-평균 클러스

링을 추출후 HMM으로 자세를 구분한 연구가 있다[9].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로부터 추출한 특징점으로부터 

EigenJoints를 구성후 동작 인식을 시도한 연구등이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Kinect를 이용하여 탁구 동작을 분석하는 

알고리듬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Lu Xia et al. [9]의 동작인식 

방법을 따르며 탁구 동작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면좌표로 변

환한 관절정보는 LDA 차원축소와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

해서 동작 구분을 위한 특징점을 추출한다. 동작 인식은 

HMM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본 논문에서는 탁구 동작을 두 

개의 동작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그

림 1과 같다.  

오인식율을 줄이기 위해 탁구 동작 이외의 다른 다양한 동

작을 학습시 추가하였다. 구분한 탁구자세에서 자동으로 시

작, 중간, 마무리단계의 3단계로 특징치를 이용하여 구분하

는 방법을 제안하도록 한다. 각 구간 별로 해당하는 특징점

들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해당하는 자세의 특징점들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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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개략도. 

Fig.  1. Overview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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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용자의 자세 분석의 편의를 위해 리플레이시 탁구자

세의 구간 별 관절이미지와 처음 구분한 탁구자세 시퀀스 관

절이미지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 1절은 좌표계 변환 및 

구면좌표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II 장 2절은 차원축소 및 특

징점 추출에 대해 다룬다. II 장 3절에서는 HMM을 통한 동

작구분에 대해 다룬다. II 장 4절은 실험 데이터에 관한 내용

이다. II 장 5절은 구간분석을 위한 특징점 추출과정에 대한 

것이며, III 장과 IV 장은 실험결과 및 결론이다. 

 

II. 탁구 스윙 분석 

1. 좌표계 변환 및 구면좌표의 적용 

Kinect로부터 받아오는 관절정보는 Kinect 센서를 기준으로 

하는 직교좌표계 (x,y,z)로 표현된다. 관절정보의 정규화를 위

하여 [2]에서 제안한 엉덩이 중심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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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행렬(R)은 그림 2의 과정에 의해서 3x3 행렬로 구해지

고 이동행렬(T)는 3x1 행렬이며 키넥트로부터 나오는 hip-

center의 값이다. 두 행렬을 이용하면 식 (1)을 이용하여 좌표

계 변환이 가능해진다. 
k
P 는 키넥트로부터 받아온 좌표이고 

r
P 은 엉덩이 중심 기준으로 하는 좌표이다. 

좌표계 변환이 이루어진 후, 구면좌표를 적용하여 관절의 

3D 위치상태를 표현하였다.  

3D 공간은 다음과 같이 84구간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그림 

3은 그림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θ  (12구간):[0,30],[30,60],[60,90],[90,120],[120,150],[150,180], 

[180,210],[210,240],[240,270],[270,300],[300,330],[330,360] 

α  (7구간) :[0,15],[15,45],[45,75],[75,105],[105,135],[135,165], 

[165,180] 
 

그림 4를 통하여 자세에 따른 84차원의 히스토그램과 

reference 좌표계가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차원축소 및 특징점 추출 

20개의 관절정보 중에서 9개의 관절정보를 사용하였다. 2-1

절에서 얻은 84차원의 관절정보를 데이터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며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LDA를 적용하였다. 동작

의 종류 8가지를 각각 클래스로 설정하여 8-1=7차원으로 차

원을 줄였다. 이로 인하여 계산량의 부담을 줄이고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각 자세를 대표하는 

특징점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K-평균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

용하였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이미지로부터 동작들을 대표

하는 자세를 하나의 정수로 표현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점은

시퀀스의 구성요소가 된다. 사용된 9개의 관절은 얼굴, 왼쪽/

오른쪽 손, 왼쪽/오른쪽 팔꿈치, 왼쪽/오른쪽 무릎, 왼쪽/오른

쪽 발이다.  

 

그림 2. 좌표계 변환과정. 

Fig.  2. Process of coordinate transformation. 

 

 

그림 3. 구면좌표계의 적용 및 관절 위치를 나타낼 84구간의 

공간 가시화[2]. 

Fig.  3. Spherical coordinate system for joint location binning [2]. 

 

 
(a) Fore-hand swing. 

 
(b) Back-hnad swing. 

그림 4. 자세에 따른 히스토그램 및 좌표계 변화 가시화. 

Fig.  4. Visualization of Histogram and coordinate variation by 

po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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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MM을 통한 동작 구분 

HMM은 음성인식에서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듬이다[2]. 

HMM은 동일하게 동작인식에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마코프 프로세스(Markov process)를 기반으로 순차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작 인식에서 순차데이터는 개별 

동작들이 모인 시퀀스에 해당된다. 탁구 자세에 대한 HMM 

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그림 5에서 보인 2가지 자세인 포핸

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 동작에 해당하는 200개의 기본 동작

들을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HMM은 N개의 상태 
1 2

{ , , , }
N

S s s s= � 와 M개의 출력심볼 

1 2
{ , , , }

M
V v v v= � 으로 구성되며, 모델 인자 λ 는 { , , }A B π

로 표현된다.  

상태전이는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상태전

이행렬 A 는 다음과 같다. 

 { } 1 ,
ij

A a i j N= ≤ ≤  (2) 

관측 확률 행렬 B 는 다음과 같다. 

 { ( )} 1 , 1
i k

B b v i N j M= ≤ ≤ ≤ ≤  (3) 

두 가지 동작을 구분하기 위해 해당하는 동작 각각에 대한 

HMM 모델 
1
,λ

2
λ 를 구성하였다. 

1 2
{ , , , }

M
V v v v= � 에 해당

하는 동작 시퀀스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관측한 시퀀스에 

대한 모델 λ의 확률 ( | )P V λ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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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사후확률을 가진 모델 λ의 자세를 

선택하게 된다. 임계값보다 큰 값일 경우 다음식과 같이 선

택을 수행하게 된다.  

 1,2, ,

argmax{ }

Pr( | )

i

i M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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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 if L thresholdλ

=

=

= >

�  (5) 

i
L 는 i번째 HMM 모델 λ의 우도(likelihood)를 의미하며 

M 은 구분하고자 하는 동작의 개수를 뜻한다. 

4. 실험 데이터 구성 

기본적으로 포핸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에 해당하는 데이

터를 수집하여 이용하였으며 두 가지의 동작을 강인하게 하

기 위하여 탁구 동작 이외의 다양한 동작을 추가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30fps로 획득한 관절 데이터를 이용하여 2초

동안 얻어진 60장의 이미지가 하나의 시퀀스를 이루도록 하

였다. 총 8가지의 동작들로 구성 된 동작 데이터들은 300 시

퀀스로 그 중에서 100 시퀀스는 그림 5에 나온 동작에 해당

한다. 나머지 200 시퀀스는 남성 성인 2명의 탁구동작에 해

당한다. 

5. 특징치를 이용한 동작 구간 분리 

그림 7과 그림 8은 포핸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특징치들의 빈도수를 출력한 히스토그램의 예이다. 

히스토그램에서 각 동작에 따라 특징치의 분포가 다르며 반

복되는 탁구자세의 특징점을 선별하여 탁구 자세를 시작, 중

간, 마무리 자세로 구분한다. 

구간 분리는 4군데 지점을 이용하여 2단계로 이루어진다. 

4군데 지점은 시작동작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마

무리동작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으로 정해진다. 1단

계는 시작동작이 시작하는 지점과 마무리동작이 끝나는 지

점의 특징점을 선별하여 탁구동작 시퀀스에서 풀스윙 동작

  

  

(a) Forehand swing. 

  

  

(b) Backhand swing. 

그림 5. 탁구 동작 샘플 데이터. 

Fig.  5. Sample data of table-tennis action. 

 

  

  

  

  

그림 6. 데이터 모음에 해당하는 8가지의 동작. 

Fig.  6. 8 actions of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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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려내는 것이다. 2단계는 풀스윙 동작을 3구간으로 나누

는 것이다. 여기서 남은 2개의 포인트(시작동작이 끝나는 지

점, 마무리동작이 시작하는 지점)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각 동작의 초기 자세와 마무리 자세의 예를 

보여준다. 

  

(a) Start. 

  

(b) Middle. 

  

(c) End. 

그림 10. 백핸드 스윙의 구분 예. 

Fig.  10. Example of division of backhand swing. 

 

III. 실험결과 

분류기의 성능평가는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각각 100 시퀀스씩 200 시퀀스로 이루어진 탁구

자세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각 자세마다 4개

의 그룹(80 시퀀스)은 HMM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머지 1개

의 그룹(20 시퀀스)을 테스트용 샘플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테스트용 샘플과 학습시킬 그룹을 교대로 5회씩 자세마다 

실시하였다. 

표 1의 경우, 탁구자세에 해당하는 HMM의 분류기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K-평균 클러스팅에서 군집의 개수는 145로 

설정하였으며, HMM 모델 생성에는 상태의 개수를 3으로 하

였다. 일반적인 분류기 성능평가에서는 인식률이 각각 100%, 

99%의 결과가 나왔다. 임계값을 둔 상태에서의 평균 인식률

은 90%, 최고 96%의 분류기 성능을 보였다. 임계값을 두고 

평가한 이유는 구분하고자 하는 동작의 최소값들과 오인식

을 주로 유발하고 있는 동작들의 임계값의 분포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총 8가지의 동작들로 이루어진 실험 데이

터들은 다양한 자세의 특징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

은 오인식을 발생시키는 기타 자세들로부터 탁구자세를 구

분 가능하도록 한다.  

표 2는 신장이 다른 4명으로부터 각각 탁구자세에 대한 샘

플(10 시퀀스씩)들을 습득하여 10회 반복한 HMM 분류기의 

 

그림 7. 포핸드 스윙의 구간 별 특징치 선별. 

Fig.  7. Histogram of feature by forehand swing. 

 

 

그림 8. 백핸드 스윙의 특징치 히스토그램. 

Fig.  8. Histogram of feature by backhand swing. 

 

  

(a) Start. 

  

(b) Middle. 

  

(c) End. 

그림 9. 포핸드 스윙의 구분 예. 

Fig.  9. Example of division of forehand swing. 

 

표   1. HMM에 의한 동작 인식 성능 평가. 

Table 1.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action recognition by HMM. 

동작 
인식률

[%] 
동작(임계값) 

인식률

[%] 

포핸드 스윙 100 포핸드 스윙(-250) 84 

백핸드 스윙 99 백핸드 스윙(-250) 96 

전체: 99.5 전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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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식률 결과이다. 신체의 크기와 운동신경에 따른 차이

는 있으나, 4명의 성인남성으로부터 포핸드 스윙의 인식률이 

85.3%, 백핸드 스윙 인식률이 75.1%, 총 인식률은 80.2%로 

나타났다. 

그림 11은 실시간으로 동작구분 및 유사도 출력이 이루어

지고 있는 이미지이며, 오른쪽 끝의 에디트 박스에서는 동작

의 종류와 log확률값을 출력하고 있다.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00 50
log 50

log

−
× +

+

확률값
최소 확률값 임계값

 

최소 log확률값은 훈련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을 뜻하며, log

확률값은 실시간으로 받아들이는 동작의 확률을 뜻한다. 최

소 유사율은 50%가 된다. 유사율에 따라 3가지 색을 띄며, 

높을수록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현하였다. 가장 큰 특

징으로는 가장 높은 확률과 낮은 확률로 나온 탁구동작의 시

퀀스를 그림 12와 같이 Replay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3부

분(시작, 중간, 마무리)의 구간분리는 그림 12와 같다.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온 동작 중에서 빈도수가 많은 특징점 중에서 

시작단계의 초기부분과 마무리 단계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동작을 먼저 추출하여 풀스윙에 해당하는 동작을 가려낸다. 

가려낸 풀스윙은 시작 단계의 끝부분과 마무리 단계의 초기

부분의 특징점을 더하여 구간분리를 실시한다. 표 3과 표 4

는 표 2에서 인식한 시퀀스의 구간분석 오차율의 결과이다. 

시작, 중간, 마무리의 3가지 중에서 중간 자세의 오차율이 높

 
(a) Forehand swing. 

 
(b) Backhand swing. 

그림 13. 스윙 구간 분석. 

Fig.  13. Split of swing action. 

 

  

그림 14. 관절의 가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의 예 (좌: 컬

러 이미지, 우: 관절 이미지). 

Fig.  14. Example of error caused by joint occlusion (left: color 

image, right: skeleton image). 

 

표   3. 포핸드 스윙 구간분석 오차율[%]. 

Table 3. Error of split of swing action of forehand [%]. 

 풀스윙 시작 중간 마무리 

Person 1 20.3 0.03 28.9 6 

Person 2 16 12.1 23 11.7 

Person 3 37.5 0 42.9 0 

Person 4 24.5 9.5 34.9 0 

평균 24.6 5.4 32.4 4 

 

표   4. 백핸드 스윙 구간분석 오차율[%]. 

Table 4. Error of split of swing action of backhand [%]. 

 풀스윙 시작 중간 마무리 

Person 1 13.3 4.8 24.3 11.7 

Person 2 15.2 0.02 24 13.2 

Person 3 23.6 0.05 26.8 23.7 

Person 4 25.9 6.1 13.1 39.6 

평균 19.5 2.74 22 22 

 

표   2. 다른 사람에 적용한 동작 인식 성능 평가. 

Table 2.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action recognition applied to 

other people. 

사람(성별, 키, 몸무게) 
포핸드 스윙 

인식율[%] 

백핸드 스윙

인식율[%]

Person 1(남성, 171, 60) 98.8 95 

Person 2(남성, 178, 64) 100 72.8 

Person 3(남성, 155, 54) 98.9 41.1 

Person 4(남성, 180, 73) 43.3 91.6 

평균 85.3 75.1 

전체: 80. 2 

 

 
(a) Forehand swing. 

 
(b) Backhand swing. 

그림 11. 실시간 자세 구분 및 유사도 비교. 

Fig.  11. Real-time pose classification and similarity comparison. 

 

 

그림 12. 가장 높은 유사도 낮은 유사도 자세 시퀀스를 출력

한 리플레이의 예. 

Fig.  12. Example of replay screen of  action sequence that has 

most high and least similarity. 

Geon Heo and Jong-Eu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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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왔다. 단점으로는 교사 학습에 속하는 HMM은 

학습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의 대

응에 미흡할 수 있다. 이것은 항상 오인식 할 가능성을 내재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inect 1대로부터 3D 관절

정보를 받을 때 관절끼리 겹치면서 생기는 오차는 그림 13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Kinect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3D 관절

정보를 이용하여 동작인식을 통한 탁구 스윙 분석을 시도하

였다. 3D 관절정보를 구면좌표로 변환 한 후 K-평균 군집화

를 거쳐 각각의 자세들에 해당하는 특징치를 얻었다. 구해진 

특징치를 이용하여 포핸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을 구분하기 

위해 각 동작에 대해 HMM 모델을 생성 후 이용하였다. 또

한 이들 특징치를 이용하여 각 동작의 구분점을 구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성능 향상을 위해 다

수의 동기화된 Kinect 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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