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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기반 사람의 신체 영역 검출은 객체 추적, 포

즈 획득, 제스처 인식 그리고 HCI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오래 전부터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다. 초기 2D영상에서 

관심 영역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AdaBoost, SVM,

GMM와 같은 학습 모델을 구성해 얼굴, 눈, 손, 발과 

같은 다양한 신체 영역들의 검출하는 방법들이 연구

되었다. 최근에는 Kinect나 RealSense와 같은 RGB-

D 카메라의 발달로 깊이와 색상 정보를 활용한 방법

들이 제안되고 있다.

깊이 데이터를 활용한 인체영역 검출 방법으로 

Shotton [1]은 픽셀 단위의 접근법을 제안했다. 각 

픽셀에 대한 레이블링을 수행하고, 군집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인체 영역 검출을 실시했다. 이 방법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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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모델을 생성하면 실시간으로 인체 영역을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학습 모델을 얻기 위

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카메라의 시점이 

변경되거나 학습되지 않은 자세가 나타났을 때 급격

한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

또 다른 접근법중 하나는 Plagemann [2]가 제안한 

누적 측지거리 활용한 방법이다. 인체의 중심으로부

터 손, 발, 머리 부분의 누적 측지거리가 크게 나타나

는 특성을 활용한다. 인체 영역을 그래프 모델로 구

성하고, 다익스트라 알고리듬을 이용한 탐색으로 누

적 측지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극점의 위치들을 

획득한다. 해당 극점의 영역은 사전에 추출한 지역 

형태 특징 매칭을 통해 손, 발, 머리인지 결정된다.

하지만 잘못된 그래프 구성은 극점 탐색 성능 저하로 

부정확한 신체 영역을 검출 문제를 야기한다. Schwarz

[3]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경이 제거된 깊이 데

이터를 사용해 그래프를 구성하고, 신체 영역 검출 

실패 시 옵티컬 플로우 정보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수정해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그래프 탐색의 속도가 느린 문제점을 갖고 있다.

Baak [4]는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다익스

트라 알고리듬 탐색 기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극점 

탐색 시 획득한 누적측지 거리정보를 저장하고 두번

째 극점 탐색부터는 이전 누적측지 거리 정보를 활용

해 거리 정보가 변화되는 노드에 대해서만 다익스트

라 알고리듬 탐색을 실시한다. 이로써 두 번째 극점

부터의 탐색 시간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하지만 

첫 번째 노드의 탐색 시간은 줄일 수 없었으며 그래

프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

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GB-D 이미지에서 손, 발, 머리를 

빠르게 검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그래프의 

사이즈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극점 탐색을 실

시하고, 순차적인 지역 특징자 매칭을 통해 손, 발,

머리를 검출한다. 초기 RGB-D 입력 이미지에서 탐

색 속도 향상과 주변 정보에 의한 검출 오류를 줄이

기 위해 배경 분리를 실시하고, 노이즈를 제거해 사

람 영역을 획득한다. 획득한 인체 영역은 깊이 정보

와 색상 정보를 기반으로 쿼드트리 구조로 분할한다.

쿼드트리 기반 그래프 구성으로 기존 대비 그래프의 

사이즈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빠르게 극점 탐색을 수

행한다. 탐색된 극점 영역은 지역 검출기를 활용해 

머리 위치를 결정하고, 누적 측지거리 경로 정보를 

기반으로 극점 영역이 상체에 속하는지 하체에 속하

는지 판단한다. 이후 HOG 기반 서포트 벡터 머신 

검출기를 활용해 손과 발을 검출한다. 제안한 알고리

듬의 성능은 [2]와 [4]의 방법과 비교해 극점 탐색의 

처리 속도를 측정했고, 손, 발, 머리 검출의 정확도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 대비 

속도적인 측면에서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듬 기반 누적 

측지거리 극점 탐색 방법, 이미지 쿼드트리 분할,

HOG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서술한다. 3장은 

제안하는 손, 발, 머리 검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

명한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전체적인 개요, 배경 

제거 및 사람 영역 획득, 손, 발, 머리 후보영역 탐색 

및 검출 순서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

는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이  론

2.1 다익스트라 알고리듬 기반 누적 측지거리 극점 탐

색 방법

다익스트라 알고리듬은 정점과 간선들로 구성된 

그래프에서 주어진 두 정점간의 최단거리 문제를 푸

는 알고리듬이다. 매 순간 도달 가능한 정점들 중 가

장 적은 비용을 가진 경로를 선택하면서 시작 정점에

서 다른 정점까지 도달하는 최단거리를 구한다. 다익

스트라 알고리듬의 시간복잡도는 log

로 와 는 각각 정점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를 

나타낸다[5]. 인체의 깊이맵 데이터에서 손, 발, 머리 

영역은 몸의 중심으로부터 누적 측지 거리가 다른 

신체 부분에 비해 멀리 나타는 특성을 갖는다. 다익

스트라 알고리듬 기반 손, 발, 머리 후보 영역 검출 

방법[2]은 다음과 같다.

2.2 이미지 쿼드트리 분할

쿼드트리는 부모노드가 4개의 자식노드를 갖는 

트리 구조를 말한다. 쿼드트리를 이용한 이미지 분할

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픽셀들을 군집화시켜 이미지

를 표현하는 픽셀수를 효과적으로 줄인다. 최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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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쿼드트리의 모든 리프 노드들이 하나의 픽셀로 

구성되어 군집화의 효과를 얻을 수 없지만 일반적으

로 인접한 픽셀들 간의 유사한 속성으로 군집화가 

이뤄져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고 연산량을 효과적으

로 줄일 수 있다[9,10]. Fig. 1은 쿼드트리로 분할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최상위 노드로 설정된 이미지는 

최대 깊이가 3인 쿼드트리로 구성됐고, 이미지는 10

개의 분할된 영역으로 표현된다.

2.3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OG)

HOG는 Dalal [6]가 제안하는 지역적 특징 추출 

방법으로 보행자 검출 목적으로 활용했다. 컴퓨터 비

전과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객체의 특정 영역이나 전

체 영역에 대한 HOG 특징을 추출하고 조합해 객체 

검출에 활용한다[7,8,12]. HOG는 지역적 특징추출을 

위해 셀(cell)이라는 최소단위로 구분한다. 각 셀들은 

여러 개의 픽셀들로 구성되고, 여러 개의 셀들이 모

여 하나의 블록(block)을 구성한다. 블록과 셀의 크

기는 조절가능하고, 블록들은 인접한 블록들과 중첩

하여 구성 가능하다. 셀의 형태는 사각형과 log-po-

lar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미분 방향에 대한 공간

은 0∼180도 혹 0∼360도에 대해 일정한 크기를 가진 

빈(bin)들로 구성된다. 각 픽셀에서 측정된 미분 방

향은 셀 단위로 가중치(미분의 크기)를 갖은 투표로 

누적되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되고, 블록 단위로 셀

의 히스토그램들을 1차원으로 나열하여 특징 벡터로 

활용한다.

2.4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와 회귀 분석에 활용되는 

지도학습 모델이다. n 종류의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

을 때 각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 경계면인 n-1

개의 초평면을 설정하는데, 초평면으로부터 가장 가

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샘플인 서포트 벡터와의 여백

(margin)을 최대화시켜 일반화 능력을 극대화한다.

이진분류인 경우 결정 초평면을 ·  으로 표

Pseudocode 1

input : undirected weighted graph , start vertex  , the number of end points 

output : accumulative geodesic end points      

function FindExtrema (,  , )

 

for i = 1 to i <= 

(1) set  as start vertex, and search  with Dijkstra‘s algorithm

(2) set  to the longest accumulative geodesic end point of (1)

(3) Update  to    by adding zero weighted edge between  and 

(a) (b)

Fig. 1. Quadtree structure representation of an image : (a) the segmented image and (b) the quadtree structure 

of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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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했을 때 여백의 크기는 

이다. 최적의 초평면을 

구하는 작업은 

를 최대화하는 와 를 얻는 것

으로 라그랑제 승수(lagrange multiplier)를 도입하

여 KKT 조건을 이용하고, wolfe 듀얼 문제로 변형하

여 계산한다[11].

초기 vapnik의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선형 분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고, 이후 특징 

공간을 변형시키는 커널이 제안되어 비선형 분류기

로 확장되었다. 특징 변환 커널로는 대표적으로 다항

식(polynomial) 커널, RBF(radial basis function) 커

널, 하이퍼볼릭 탄젠트(hyperbolic tangent)커널이 

있다.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알고리듬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RGB-D 이미지에서 손, 발 머리를 

검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사람의 손, 발, 머

리 부분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 비해 동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제스처 인식이나 

포즈 맵핑, 동작 검색에서 주요 특징으로 활용된다.

Fig. 2는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대략적인 흐름도를 

보여준다.

우선, 배경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입력되

는 RGB-D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해 전경을 획득

한다. 전경 영역에서 군집화된 영역의 크기를 측정하

고, 일정 크기 이상인 경우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다

음은 사람이라고 판단된 영역 내에서 손, 발, 머리 

후보영역인 극점을 빠르게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인

체를 쿼드트리 구조로 분할해 그래프로 구성하고, 다

익스트라 알고리듬을 이용해 몸의 중심으로부터 가

장 멀리 떨어진 극점들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극점 

영역에 대해 HOG 특징벡터를 이용한 검출기로 머리

를 검출하고, 측지거리 속성을 기반으로 상체와 하체

를 구분한 뒤 손과 발을 검출한다.

3.2 배경 제거 및 사람 영역 획득

입력되는 RGB-D 이미지에서 사람 영역 획득을 

위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관심영역만 추출함으

로써 연산량을 줄이고, 주변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한다. 먼저, 배경 깊이 영상을 저장해 

활용한다. 깊이 영상은 색상 영상에 비해 조명의 변

화에 강인한 특성으로 안정적인 관심영역 획득이 가

능하다. RGB-D 이미지가 입력되었을 때 배경 영상

과 차 영상을 계산해 전경을 획득한다. 이후 외각선 검

출 알고리즘을 이용해 군집화된 영역들의 크기를 추

정하고, 일정크기이상인 경우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3.3 손, 발, 머리 후보영역 검출

인체 영역에서 손, 발, 머리가 나타나는 극점 영역

을 빠르게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쿼드트리 분할 

기법을 적용해 인체를 표현하는 그래프  의 정점과 

Fig. 2. Overview of a proposed framework for head, hand and foot detection in RGB-D image.

Pseudocode 2

input : image    , init tree depth

  

output : decomposed image with quadtree structure

function Quadtree ( , )

if( >= )

return 

else

 = standard deviation of 
 = standard deviation of 
if ( >  ||  > )

 = split  as four sub images

Quadtr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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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줄임으로써 인체 영역의 

크기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다익스트라 알고리듬을 

이용한 극점 탐색 시간을 보장한다.

입력되는 이미지    는 깊이 정보와 

색상 정보를 기반으로 쿼드트리 구조로 분할한다. 트

리를 구성하는 노드는 깊이와 색상의 분산값 와 

를 기준으로 분할되고, 트리의 최대 깊이는 

로 제한된다.

Fig. 3은   ,    그리고   로 설정했

을 때의 쿼드트리 분할 영상이다. 배경이 제거된 전

경 영상에서 색상 정보만 활용한 경우, 깊이 정보만 

활용한 경우 그리고 색상과 깊이 정보를 모두 활용한 

경우의 분할 결과를 보여준다. 색상 정보만 활용한 

경우 공간 속성 고려하지 못해 신체의 일부가 배경 

영역과 혼동하거나 인접하지 않은 픽셀들이 하나의 

노드로 구성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깊이 정보만 활용

한 경우 공간 속성을 반영하지만 팔이 몸에 밀착되는 

상황과 같이 공간 특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른 신체부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노드로 구성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깊이 정보와 색상 정

보를 동시에 활용한 경우 상호보완적 관계로 공간적

인 특성을 고려하고 공간적인 특성이 뚜렷하진 않은 

(a) (b) (c) (d)

Fig. 3. Comparison of quadtree based image segmentation : (a) a foreground image, (b) color-based segmentation, 

(c) depth-based segmentation, and (d) color and depth-based segmentation.

Pseudocode 3
input : undirected weighted graph , start vertex  , the number of end points 

output : accumulative geodesic end points 

function FindExtrema(,  , )

  
  
for i = 1 to i <= 

if i <= 1
(1) set  as start vertex , and search  with dijkstra algorithm

(2) save the accumulative geodesic distances of (1) to 
(3) set  to the longest accumulative geodesic end point of 
(3) Update  to    by adding zero weighted edge between  and 

else

(4) set  as start vertex, and partially search  whose vertices are nearer to  than to   

(5) update    to  using result of (4)

(6) set  to the longest accumulative geodesic end 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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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색상 정보로 구분함으로써 다른 신체 영역이 

하나의 노드로 구성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분할된 쿼드트리 영역은 그래프 의 정점 ∈

로 설정되고, 인접한 정점들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가중치로 갖는 간선 ∈으로 연결하여 무향성 연

결형 가중치 그래프를 생성한다. 다익스트라 알고리

듬 탐색을 위한 시작 위치 는 몸의 중심으로 인

체 영역 깊이 정보의 평균값으로 설정한다. [4]가 제

안한 방법을 활용해 그래프 에 대해서 극점 

      탐색을 실시한다.

Fig. 4는 10개의 극점 탐색 결과를 보여준다. 빨간

점은 극점 탐색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고, 초록점은 

탐색된 극점을 나타낸다. 탐색된 극점들 가운데 관심

영역인 손, 발, 머리 부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손, 발, 머리 검출

3.3에서 탐색한 극점 위치에서 일정한 크기의 탐

색 영역을 설정한 뒤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과 멀티 

스케일 기법을 적용해 손, 발, 머리를 검출한다. 검출

기는 HOG 지역 특징 추출자를 이용하고, 서포트 벡

터 머신을 이용해 학습한다. 또한 낮은 해상도의 이

미지에서 유사한 특징으로 오검출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강인한 특징이 나타나는 머리를 검출하고,

극점 탐색 영역을 상/하체로 구분한 뒤 각 영역에 

대해서 손과 발을 검출한다. Fig. 5는 극점 영역에서 

손, 발, 머리를 검출하기 위한 흐름도 보여준다.

우선, 학습한 검출기를 이용해 머리 영역을 검출

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그래프  에서 검출한 머리 

위치를 정점 이라고 할 때 몸의 중심 정점 

을 기준으로 그래프  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상체와 

하체 소속 여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i f     ≤    

   

(1)

는 유클리디안 거리, 그리고 는 해당 정점

Fig. 4. Results of searching accumulative geometric end points in quadtree structured graph model ( ; red 

dot is  and greens dots are ).

Fig. 5. Flowchart of head, hand and foot detection for geodesic en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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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차원 좌표를 의미한다. 3.3에서 검출된 극점 이

고, 까지 도달하는 누적 측지거리 경로가  일 

때 극점 가 소속된 신체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if 

  

 

     

   

(2)

    이면 해당 극점은 상체의 영역으로 판

단하고 손 검출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발 검

출을 실시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제한한 알고리듬의 성능은 i5 3.1GHz dual core

CPU, 8GB Ram의 일반적인 범용 PC에서 테스트하

였다. RGB-D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장치로 Kinect v2

을 이용해 색상과 깊이 데이터를 획득해 실험 데이터

로 활용했다. Fig. 6은 실험 데이터 샘플로 사람 영역

만 추출한 이미지이다. 사용된 데이터는 서기, 앉기 

이외에도 주먹 지르기, 양손 흔들기, 발차기 등의 자

세를 포함한다.

Table 1은 약 1.7m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인

체 영역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쿼드 트리 기반의 

이미지 분할을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래프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

했을 때 기존 대비 그래프의 정점 사이즈는 약 63%,

간선 사이즈는 약 65%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graph size between pro-

posed method and original

Quadtree

structured

graph model

Depth map

based graph

model

The number of

vertices
5759 15683

The number of

edges
37083 105487

Fig. 7은 제안하는 방법과 [2]와 [4] 방법의 극점 

탐색 속도를 비교한다. 10개의 극점을 탐색했을 때의 

평균 소요 시간을 보여준다. 첫 번째 노드의 평균 탐

색 속도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24.3ms인 반면 

다른 두 알고리즘은 140.3ms로 6배 이상의 속도향상

을 보였다. 또한, 두 번째 노드부터의 평균 탐색속도

는 제안하는 방법이 2.3ms인 반면 [4]는 29.9ms, [2]

은 193.4ms로 제안하는 방법이 두 알고리즘에 비해 

각각 13배, 84배 빠른 성능을 보였다. 제안하는 알고

리즘의 초기 쿼드트리 생성 속도 20ms를 고려하더라

도 극점 탐색에서의 속도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극점 탐색 성능은 578장의 

이미지를 이용해 측정했다. Fig. 6과 같이 다양한 자

세를 포함하는 이미지에서 5개와 10개의 극점 탐색 

시 검출하고자하는 손, 발, 머리 탐색 성공률을 측정

했다. 손과 발 각각 1156개의 영역, 머리 578개의 영

역에 대해 5개 극점 탐색 시 86.7%, 89.9%, 43.6%의 

성공률을 보였고, 10개의 극점 탐색 시 99.6%, 96.9%,

99.3%의 성공률을 보였다. 인체의 포즈 변화로 인해 

(a) (b) (c) (d) (e)

Fig. 6. Some samples of the experiment dataset with various poses : (a) standing, (b) sitting, (c) punching, (d) 

waving hands, and (e) k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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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10개 극점 탐색 시 95%

이상의 확률로 손, 발, 머리 영역을 탐색할 수 있었다.

손, 발, 머리 검출성능을 평가를 위해 총 1768장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다. 각 이미지에서 손, 발, 머리

의 이미지 패치를 추출하고, 각각 48×48, 48×48, 64×

64 크기로 조절하여 학습 모델을 생성했다. 테스트 

데이터는 1247장의 이미지를 사용했고, 인체에서 탐

색한 10개의 극점 영역에 대해 손, 발, 머리 검출을 

실시했다. 검출 성공률은 손의 경우 2494개 중 1818

개를 검출해 72.89%의 성능을 보였고, 발은 2490개 

중 2027개, 머리는 1247개 중 1083개로 각각 81.41%

와 86.85%의 성능을 보였다. 10개의 영역에 대한 평

균 검출 속도는 32ms이고,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모든 과정은 115ms가 걸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GB-D 이미지에서 손, 발, 머리를 

검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쿼드트리 기반

의 극점 탐색은 인체를 표현하는 그래프의 사이즈를 

효과적으로 줄여 빠르게 손, 발, 머리의 후보 영역을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강인한 특징을 가진 머리를 

검출하고, 극점 영역을 상체와 하체를 분류한 뒤 손

과 발을 검출함으로써 인체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손, 발, 머리를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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