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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method for reconstructing 

3D feet in a real time vision based marker free 

motion capture system. The proposed method is 

developed based on the visual hull and model fitting. 

For a real time computing, a special lookup table is 

employed in this paper. This method is implemented 

and tested using three CCD cameras and preliminary 

result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I. 서론 

  일반 으로 마커 리 모션캡쳐는 동작자의 몸에 마

커를 붙이지 않으므로 캡쳐 비시간(마커 붙이는 시

간)을 일 수 있으며, 편리한 동작을 얻을 수 있다. 

한 특별한 조명이 필요 없고 일반인을 상으로 하

는 동작 인터페이스 분야로의 용 확 가 가능하므로 

재 MIT, CMU, MS, 일본의 ATR, 국의 Oxford 

학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기존 연구는 실루엣을 기반으로 동작자를 3차원 복

원한 후 컬러 정보를 사용하여 인체의 부 를 분리함

으로서 모션캡쳐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동

작자의 옷이나 겹쳐지는 부분의 컬러가 단색이거나 색

이 같아 색으로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

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발 복원  

구분 알고리즘에 해 기술한다. 

II. 본론

2.1 카메라 캘리 이션

  카메라 캘리 이션[2]은 카메라의 내, 외부 변수를 

구하는 과정으로서, 카메라를 이용한 부분의 시스템

에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캘리 이션 큐 를 

사용하여 3차원상의 알고 있는 8개의 을 통해 카메

라의 사 행렬을 구하 다. 카메라의 내, 외부 변수로 

구해진 사 행렬을 P라 하고 3차원상의 임의의 을 

X , 이에 응되는 2차원 상 평면상의 을 x 라 

할 경우,

                  XPx =               (1)

성립된다. 여기에서 X =(X,Y,Z,1)T, x =(x,y,1)T이고 

사영행렬 P는 3x4 이다.

2.2 Visual hull 복원

  SFS(Shape from Silhouette)이란 카메라에서 실루엣 

상을 이용하여 3차원 물체를 복원하는 방법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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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의 복원된 결과를 Visual hull이라 한다[3]. 본 논

문에서는 Visual hull 복원을 해 카메라의 시야각 내

의 동작자가 치할 부분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00mm 인 가상의 큐 를 생성한다. 계산의 실시간성

을 해 카메라 캘리 이션 단계에서 사 행렬이 구

해지면 바로 가상의 큐 에 해당하는 3차원상의 복셀

들의 2차원 상평면에 투 된 들을 룩업 테이블

(lookup table)로 장해 놓는다. 룩업 테이블은 3차원 

복셀로부터 픽셀을 찾을 수 있도록 장하는 것이 아

니라 2차원 상 평면의 픽셀 치로부터 식(1)에 맞는 

복셀 좌표값을 찾을 수 있도록 장을 한다. 

  장이 완료된 후 동작자가 카메라 시야각 내에 들

어오면 2차원 상에서 결정되는 동작자의 실루엣 정

보를 이용하여 3차원 모습을 쉽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발의 모습을 타원 모델로 

가정을 하고 모델 맞춤(model fitting)[4]을 통하여 발 

부분을 3차원 복원하 다.

Ⅲ. 실험 결과

그림 1. 모델 맞춤을 통한 발 복원

그림 2. 발 복원 결과 비교

 본 논문에서는 동작자의 신발색과 바지의 색이 같을 

경우에도 강인하게 발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에 

해 설명하 다. 그림 1은 3 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발 

부분의 모델 맞춤을 통한 3차원 복셀로 복원한 결과이

며, 그림 2는 실제 동작자와 동작자의 실루엣 정보 그

리고 복원된 발의 모습을 더링하여 나타낸 결과이

다. 실루엣을 이용하여 동작자의 3차원 모습을 복원 

한 후 발 부분의 모델 맞춤을 통하여 신발과 바지의 

색이 같을 경우에도 효율 으로 발을 복원할 수 있었

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실루엣 기반 마커 리 모션캡쳐 시스

템에서 실시간성을 보장하면서 인체 부   발의 부

분을 구분하고 3차원 복원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

시하 다. 이는 모션캡쳐 시스템에서 겹치는 부분이 

생길 때, 동작자가 신발과 바지의 색깔이 같은 것을 

입었을 때 등 다양한 조건하에서 모션을 캡쳐할 수 있

는 발 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조건, 동작 

하에서도 강인하게 작동될 수 있는 마커 리 모션캡쳐 

시스템 구 하기 해 발 뿐만 아니라 손, 어께 등 인

체의 각 들을 강인하게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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