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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three dimensional motion recognition algorithm 
and a system which adopts the algorithm for non-contact 
human-computer interaction. From sequence of stereos images, five 
feature regions are extracted with simple color segmentation algorithm 
and then those are used for three dimensional locus calculation precess. 
However, the result is not so stable, noisy, that we introduc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ethod to get more robust motion recognition results. 
This method can overcome the weakness of conventional algorithms since 
it directly uses three dimensional information motio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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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작 인식은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으로 이용되는 한 수단을 말하는데, 사람의 

동작이 컴퓨터에 의해 인식된다. 동작을 컴퓨터의 입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컴퓨터가 

동작을 인식할 수 있고, 컴퓨터 디스플레이 상에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표현해준다. 다

른 형태의 동작 인식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얼굴 추적, 안구의 움직임, 입

술의 움직임을 읽는 것 등 역시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고

려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몸 전체와, 몸 동작의 범위가 컴퓨터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실험들이 행해져왔다.

인간의 동작을 분석하고 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이 복잡한 3차원 관절체임을 고

려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 부위의 위치 혹

은 움직임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계적인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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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추가적인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시스템으로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으로의 응용이 어려워

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interface)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해졌고, 추가적인 장치의 제약을 없애기 위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

하게 된다.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동작 인식 기술은 컴퓨터 비젼 기술을 기반으로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어진 상을 분석함으로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Wren 등(1995)은 카메라를 통하여 입력된 상을 분석하여, 대략적인 인간의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이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움직임을 인식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응용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상이라는 2차원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의 제

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은 인식률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그 응용 면에서 자연스럽

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차원 정보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차원의 형상 정보를 이용하는 대신에 동작의 의미를 많이 포함하

고 있는 손과 발의 3차원 움직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움직임의 제약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Campbell 등, 1996). Murase 와 Nayar(1995 a, 1995 b)는 Parametric 

Eigenspace에서 객체 상집합들에 대한 픽셀 값들의 공간적 위치 값들이 주로 각 

상에서 어디에 분포하는가를 계산하여 확률 빈도가 높은 값들을 고유값에 비례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여기서 Parametric Eigenspace란 N명의 사람이 M개

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N×M개의 이미지 조합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사람

의 고유공간(eigenspace)에서 인식과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3차원 객체의 비교를 

위하여 하위의 조각들로 분해한 후 그 분해된 것 끼리 비교를 하여 유사성을 검사하

는 이론을 제시하 다. 그러나, 3차원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오차 혹은 오 인식의 부

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움직임 정보를 얻기 위해 한 장의 상을 사용

할 때 보다 여러 장의 상을 사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

지게 된다.

주성분 분석법은 주로 다루기 힘든 고차원의 신호를 낮은 차원으로 줄여 다루기 쉽

게 해주는 통계적 방법을 일컫는다. 이 방법은 80년대 정체기에 있던 외관 인식에 관

한 연구를 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다시 불을 붙 던 방법으로 외관 인식 분야에서 가

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외관만이 존재하는 낮은 차

원의 상공간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그렇게 하여 구한 외관만을 위한 공간을 

고유공간이라 하며 그 공간을 구성하는 좌표계에 해당하는 벡터들은 학습 상들의 공

분산행렬에 대해서 선형대수학에서의 고유값(eigenvalues), 고유벡터(eigenvectors) 문

제를 풀어서 계산 되어진다. 등록되는 상들은 외관만을 위한 고유공간에서의 새 좌

표계로 변환되어 저장되며 나중에 인식할 때에는 새로 들어온 상들을 역시 외관만

의 고유공간상의 좌표계로 변환하여 그 둘 사이의 떨어진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등록

된 외관과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3차원 정보에 의해 인식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다. 또한 이 방법의 경

우에서도 움직임의 제약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된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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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의 모델링과 분석

2.1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한 동작 모델링

연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는 동작을 인식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6개의 동작

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표 1>에서 정의한 동작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수학적으로 모

델링 하기 위하여 확실한 특징 벡터의 선정하기로 하자. 본 시스템에서는 3차원 상에

서 머리를 기준으로 하는 왼손( r lh  ), 오른손( r rh  ), 왼발( r lf )과 오른발( r rf  )의 

상대 위치와 머리 이동 속도( v h  ), 오른발 이동 속도( v rf) 와 오른발 이동 속도

( v lf )벡터를 특징으로 사용한다. 

<표 1> 정의한 동작

동작 내용

왼손 펀치 왼손을 앞으로 뻗는 동작

오른손 펀치 오른손을 앞으로 뻗는 동작

왼발 킥 왼발을 앞으로 차는 동작

오른발 킥 오른발을 앞으로 차는 동작

뛰기 가볍게 뛰는 동작

앉기 다리를 구부려 앉는 동작

동작의 특징은 총 21차원의 입력 상벡터로 생성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동작을 

구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높으면 계산량이 많아서 실시간 

상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또한 입력 데이터의 모든 차원이 모두다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차원의 입력 데이터를 낮은 차원으로 

줄여 이를 효과적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여 고유공간에서 동작을 모델링 하기로 한다. 

입력 상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i= [ i 1 , i 2,…, i 21]
T= [ r lh, r rh, r lf, r rf, v h, v rf, v lf ]

T

여기서, r lh= [r
( 1 )
lh ,r

( 2 )
lh ,r

( 3 )
lh ]이고 비슷하게 v lf= [v

( 1 )
lf ,v

( 2 )
lf ,v

( 3 )
lf ]이다. 또한 여기

서. 각각 r ( 1 )lh ,r
( 2 )
lh ,r

( 3 )
lh
은 3차원상에서 머리를 기준으로 하는 왼손의 상대 위치이다. 

인식 작업에서 미리 정하여진 상 크기를 맞추거나 인식 방법이 크기를 변하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하여 얻어진 모든 상의 크기를 같게 하면 î j= i j/∥ i j∥이 된다.

총 상수를 M이라 하면 완전한 상 세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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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 , î 2 , î 3 ,…, î M }

입력 벡터의 평균 상 c  와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 Q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

다.

                   c= (1/M) ∑
M

j=1
î j ,

P ≜ [ î 1- c, î 2- c, î 3- c,…, î M- c]
T,

                  Q ≜ PPT

P는 21×M, 여기서 21은 각 상당 픽셀의 수이며 M은 세트당 총 상수이다. Q 는

21×21이고 아주 큰 행렬이다. 고유벡터 e k와 공분산 행렬 Q  에 대응하는 고유값 λ k
를 식 (1)에서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λ ke k= Qe k                                 (1)

공분산 행렬 Q  에 대하여 식 (1)을 만족하는 고유치 λ k를 구해보면 <표 2>과 같

다. <표 2>는 21차원 입력 상벡터간의 공분산계수를 통해서 구한 각 축의 고유값

과 누적점유율이다. 주성분공간의 차원을 결정하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고유값이 

0.7이상이면서 누적점유율이 80%이상을 만족하는 첫 5개의 주성분을 택하기로 한다.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능한 모든 입력 상벡터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고

유값의 크기가 큰 쪽의 5개의 벡터가 고유공간에서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21차원 입력 상벡터를 5차원

의 고유공간으로 차원을 축약시킨 뒤 고유공간 내에서 동작을 모델링하고 분석한다. 

<표 2> 고유공간에서 고유벡터의 기여도

성분 고유값 누적점유율(%)

1

2

3

4

5

6

7

8

.

.

.

21

179.556152 

66.333160 

22.883926 

13.751337 

6.012637 

4.006974 

3.146442 

2.440615 

. 

.

.

.

58.88

80.58

87.70

91.97

93.9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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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작의 분석

미리 정의된 동작에 대하여 고유공간에서 모델링하고, 새로 입력되는 동작을 고유

공간 내에서 가장 가까운 동작으로 결정함으로써 입력 동작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

만 보다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해서는 동작의 수치적인 데이터보다는 동작

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앞서 정의한 “오른발 킥” 동작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양팔의 위치는 이 동작을 구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팔의 위치는 동작

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동작의 제약만 늘어날 뿐 의미가 없다. 이

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필요 없는 특징의 경우 이를 배제하고 동작 인식에 적

용함으로써 동작의 제약을 완화하 다. 각 동작과 관계가 있는 특징 벡터는 <표 3>

과 같다.

<표 3> 동작에 관계하는 특징 벡터

동작 관계하는 특징 벡터

왼손 펀치 양손의 상대 위치

오른손 펀치 양손의 상대 위치

왼발 킥 양발의 상대 위치

오른발 킥 양발의 상대 위치

뛰기 양발의 위치, 머리와 양발의 속도

앉기 양발의 상대 위치

<표 3>의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 벡터에 대하여 각 동작을 가정하고 관계없는 특징 

벡터는 벡터의 평균값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특징 벡터를 배제할 

수 있고, 동작의 제약을 없앨 수 있다. 

3. 실험 결과 및 향우과제

모델 동작과 입력 동작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모델 동작에 대한 고유공간

에서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 평균값과의 5차원의 유클리드(Euclide) 거리를 계산한다. 

한편 불필요한 특징 벡터 때문에 생기는 인식 오류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델 동작과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는 6개의 동작 자료의 입력 수정전과 입력 수

정 후에 대하여 실험하 고, 시스템은 고유공간 내에서 모델 동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작 중 임계값(threshold) 이상의 거리내의 동작을 출력한다.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모

델링 되어 있는 동작과 수치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기 때문에 다른 동작으로 인식되는 

경우, 제안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안정적인 동작 인식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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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양한 동작에 대한 실험 결과 ( LP : 왼손 펀치, RP : 오른손 펀치, 

LK : 왼발 킥, RK : 오른발 킥, JP : 뛰기 , DN : 앉기 , N : None )

 오른발 킥 ( 팔 벌린 상태에서 )

LP RP LK RK JP DN 출력

수정 전 59.61 31.04 43.20 41.48 56.07 30.75 N

수정 후 47.25 37.93 36.75 9.00 52.09 18.96 RK

 왼발 킥 ( 팔 벌린 상태에서 )

LP RP LK RK JP DN 출력

수정 전 74.88 62.76 45.09 71.10 68.36 55.41 N

수정 후 50.63 47.29 9.24 38.98 56.27 35.26 LK

 오른손 펀치 (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

LP RP LK RK JP DN 출력

수정 전 29.89 12.62 33.49 32.26 36.92 16.03 N

수정 후 24.01 8.50 39.76 36.58 24.62 20.89 RP

 왼손 펀치 (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

LP RP LK RK JP DN 출력

수정 전 18.88 27.82 36.18 43.18 40.14 26.69 N

수정 후 7.39 26.32 38.62 37.07 25.23 20.45 LP

 뛰기 ( 팔 벌린 상태에서 )

LP RP LK RK JP DN 출력

수정 전 63.25 63.35 62.85 81.42 34.27 59.04 N

수정 후 41.27 33.09 38.40 43.80 15.94 34.63 JP

 앉기 ( 팔 벌린 상태에서 )

LP RP LK RK JP DN 출력

수정 전 46.31 31.08 37.28 48.39 35.94 28.52 N

수정 후 43.55 35.05 34.51 34.28 28.08 15.41 DN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동작 정보를 이용한 동작 인식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 다. 

인간의 동작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5개의 신체 특징점을 정의했고, 이들 특징

점의 3차원 정보를 계산하여 동작 정보를 추출하 다. 이러한 데이터를 모델링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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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했으며, 보다 안정적인 인식 결과를 위해 수정된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공간에서 동작을 비교하기 위해 유클리드 거리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 다. 유클리드 거리 기반의 방법은 고유공간 내에서의 모델 동작의 분포형태

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 동작이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델 동작의 분포형태를 고려한 비교 방법으로 개선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차원 동작 데이터 또한 에러를 많이 포함하

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에러를 보정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에러를 줄이

면서 보다 안정적인 인식 결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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