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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해 연속된 입력 상에서 인체의 실루엣과 조인트를 자동추출하

고 조인트를 추 함으로 객체를 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추출된 조인트를 이용하여 인체를 매핑하여 사람

의 동작을 재 한다. 이를 해 인체의 치수를 이용하여 인체 움직임을 제어하는 14개의 조인트로 인체를 모델링한

다. 제안방법은 단일카메라로 RGB 컬러로 입력되는 상을 색상, 채도, 명암의 상으로 변환한 후 차 상기법을 

이용하여 인체의 실루엣을 추출한다. 추출된 실루엣의 코 과 인체 모델링 정보를 이용하여 조인트를 자동 검출

한다. 객체의 움직임 추 은 체 상  조인트를 심으로 블록매칭 기법을 이용하며 추출된 조인트의 치정보

를 이용하여 인체의 움직임을 매핑한다. 제안방법을 실험동 상에 용한 결과 인체의 실루엣과 조인트를 자동 검

출하며 추출된 조인트로 인체의 매핑이 효율 으로 이루어졌다. 한 조인트의 추 이 매핑된 인체에 반 되어 인

체의 움직임도 히 표 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that automatically extracts the silhouette and the joints of consecutive input image, and track joints to 

trace object for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computer. Also the proposed method presents the action of human being to map human body 

using joints. To implement the algorithm, we model human body using 14 joints to refer to body size. The proposed method converts RGB color 

image acquired through a single camera to hue, saturation, value images and extracts body's silhouette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ckground and input. Then we automatically extracts joints using the corner points of the extracted silhouette and the data of body's model. 

The motion of object is tracted by applying block-matching method to areas around joints among all image and the human's motion is mapped 

using positions of joints.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the test videos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automatically extracts 

joints and effectively maps human body by the detected joints. Also the human's action is aptly expressed to reflect locations of the joints

키워드

객체검출, 객체추 , 실루엣, 조인트, 인체 매핑 

Key word 

object detection, object tracking, silhouette, joint, mapping of human body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852

Ⅰ. 서  론

 

오늘날 인간과 컴퓨터, 인간-로 의 상호작용은 인간

의 시각 인지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행   의사 

등을 인식하는 인간공학  학문의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스쳐 인식, 감성공학 등의 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사람과 로  그리고 컴퓨터 작

업 환경에서 효과 인 작업을 한 인간과 로 ,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분석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한 이러한 연구의 기반 기술로서 인체를 검출하고 추

하는 기술은 비젼 기술의 발 과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

로 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컴퓨터 애니메

이션이나 보행인식, 행동인식, 자세추정 등의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사람의 동작을 캡쳐

하여 분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인체를 모델링하고 

컴퓨터 아바타로 매핑하여 응용하고 있다. 이를 한 인

체의 추 과 모델링을 한 방법으로는 색상을 이용하

여 상을 분할한 후 윤곽선을 분석하여 비슷한 색상으

로 연결된 블랍들의 집합으로 인체를 표 하고 카메라

로 추 하는 방법[1-2], 다수의 카메라에서 획득된 상

에 템 릿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3-5], 인체의 특정 부

에 센서나 마커를 부착하여 이를 응용하여 인체의 실루

엣이나 윤곽선  다른 특징들을 추출하는 방법 등이 있

다[6-8].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머리와 손만을 피부색

으로 제한하거나 인체의 모델과 추 이 머리와 손 발등

으로 제한되며 마커 등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한 

감시카메라 등의 응용분야에서는 마커나 센서를 사용

할 수 없다. 따라서 마커나 센서 등의 보조  장비가 없

이 인체의 특징을 표 할 방법이 필요하다. 

인체의 추 과 모델링을 해 추출되는 특징으로는 

인체의 실루엣, 윤곽선 정보, 특정 인체 부   연결정

보, 조인트 등이 있다. 이 특징  조인트는 인체의 각 부

를 연결하는 치 으로 조인트의 치를 이용하여 

인체의 각 부분을 추정하고 그로 인하여 객체를 재구성

하는 것과 추출된 조인트의 움직임을 추 하여 객체를 

추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조인트를 추출하여 아바

타의 동작생성시 아바타의 각 을 표 하여 아바타 

애니메이션에도 용이 가능하며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경우에 조인트의 변화와 치에 따라 분류하여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조인트

의 추출과 추 은 요한 연구의 상이 된다. 그러나 기

존의 연구에서는 조인트 역에 마커를 부착하거나 센

서 등을 부착하여 그 치를 획득하며 조인트의 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조인트의 매핑을 한 추 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커나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인체의 

특징을 자동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인체의 

움직임 동작을 추 하여 인체의 움직임을 재 하는 방

법을 제한한다. 제안방법은 한 의 고정 카메라를 이용

하며 마커의 부착이나 센서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

으로 인체의 특징을 추출한다. 인체의 특징으로는 인체

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한  14개를 사용하 으

며 특징의 자동 추출을 하여 인체의 치수를 이용하여 

인체를 모델링한다. 

 먼  배경 상 모델링 기법과 차 상 기법을 이용하

여 인체의 실루엣을 추출한다. 한 인체의 치수정보를 

이용하여 인체를 모델링하며 추출된 실루엣과 모델링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인체의 조인트를 자동 추출하고 검

출된 조인트를 추 하여 인체의 움직임을 추 한다. 추

출된 조인트는 인체 상으로 매칭되어 인체의 움직임

을 표 한다. 

Ⅱ. 인체의 조인트의 자동 검출  

동작제어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차 상 기법과 인체 모델링을 이용하

여 단일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상에서 객체의 조인트

(joint)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조인트를 추 함으로 객체

를 추 하고 인체의 행동을 매핑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먼  차 상 기법을 이용하여 심 객체의 실루엣

을 추출하고 추출된 실루엣과 인체모델링 정보를 이용

하여 조인트를 추출한다. 인체의 모델링은 상 내 얼굴

의 길이와 넓이를 추출하여 실제 측정된 데이터의 비율

을 이용하 으며 얼굴 길이와 얼굴 넓이는 OpenCV에서 

제공되는 얼굴 탐색기법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추출

된 조인트는 인체를 상으로 표 하는 치정보로 사

용되며 조인트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 함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표 이 가능하도록 하 다. 객체의 추 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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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역의 움직임을 추 하지 않고 추출된 조인트

를 심으로 블록매칭 기법을 용하여 객체의 움직임

을 추 한다.    

2.1. 실루엣 추출

실루엣 추출은 인체의 조인트를 추출하기 한  처

리 단계로서 인체의 조인트 추출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매우 요한 단계이다. 효율 인 인체 실루엣 추출을 

해 경과 배경의 분리는 필수 이며 이를 이용한 객

체의 분할은 매우 요한 기술이다. 차 상 기법을 

용하여 배경과 경을 분리할 때 그림자 역과 조명의 

변화는 장애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 정확한 객체의 검출

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안방법은 입력

을 HSV(Hue Saturation Value) 평면으로 변환하여 처리

하며 각 상을 평활화  블러링 처리한 후 차 상을 

구하여 그 결과를 동시에 고려함으로 이러한 단 을 개

선한다. 

그림 1. 입력 상의 객체  실루엣 추출
Fig.1 The extraction of the object and the 

silhouette of input

 그림 1은 제안방법의 실루엣 추출 흐름도로 먼  카

메라로 입력되는 24비트 컬러 상  의 N 

임의 평균으로 배경 상 B(x,y)을 모델링하며 입력 

상과 B(x,y)를 HSV 컬러로 변환한 후 색상(hue) 상, 채

도(saturation) 상, 명암(value) 상을 평활화 처리와 

블러링 처리를 수행한다. 평활화 처리는 조도의 향을 

일 수 있으며 블러링은 잡음의 향을 감소시킨다. 

각 상을 배경과의 차 상을 구한후 Otsu의 방법으로 

이진화하여 경과 배경으로 구분된 이진 상 

(
, 

, 
)을 구한다. 각 컬러

의 이진화 상을 합성하여 최종 이진화 상을 구한

다. 각 컬러의 이진 상의 결합은 다음의 수식을 이용

하여 얻을 수 있다.  

 
 











for  
  그리고


  



또는

 

 

(1)

입력 상의 이진화 상은 객체 역이외의 미세

역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최종 이진 상을 얻기 한 

회색조 상의 이진 상과 색상의 이진화 상의 결합 

에 색상의 이진화 상의 미세 역  잡음을 제거한

다. 경과 배경이 분리된 상에서 추출된 객체는 

OpenCV에서 제공하는 외곽선 추  기법을 이용하여 외

곽선을 추출함으로 실루엣을 추출한다.

2.2. 인체 모델링과 조인트검출

추출된 실루엣에서 인체의 조인트을 검출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구조를 기반으로 14개의 조인트

를 포함하는 그림 2와 같은 인체모델을 제안한다. 14개

의 조인트는 인체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하여 결정하 다. 

그림 2. 조인트를 이용한 인체모델
Fig. 2 Human body model using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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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인트의 검출은 얼굴의 세로의 길이와 가로길이

를 기 으로 각 인체 역에 한 비율을 구하여 이용한

다. 각 비율을 도출하기 해 하여 임의의 20명을 모델로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표1 은 키별 인체 역의 평

균을 구한 결과로 인체 역의 숫자는 그림 2의 조인트 

번호를 의미한다.

키

인체 역 
140-150 150-160 160-170

얼굴넓이 15 16 16

1-2(얼굴길이) 22 22 22

2-3(2-4) 17 19 21

3-5(4-6) 25 27 29

5-7(6-8) 23.5 23.5 23.5

2-9(2-10)
길이 43 53 64

넓이 12 14 15

9-11(9-12) 39 41 42

11-13(12-14) 33 35 38

표 1. 키별 인체 역의 치수
Table.1 Body sizes according to height

(단 :cm)

표 1에서 얼굴의 길이는 키별 데이터에 따라 변동이 

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특징 추출을 한 비율 값을 산출의기 으로 얼굴 길이

를 사용하며 얼굴의 길이는 OpenCV에서 제공하는 얼굴 

탐색 기법을 용하여 구하 다. 인체 부 별 비율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2)

여기서 은 표 1의 역별 측정치 이고 는 얼굴

의 길이이다. 한 키별 각 인체 역의 길이 비율이 다르

므로 입력 상의 객체 역 높이와 얼굴 역의 길이  

실제 얼굴 길이를 이용하여 객체의 키를 구하여 조인트 

치 정보 계산 시 용할 측정치를 결정한다. 다음은 객

체의 실제 키를 산출하기 한 수식이다. 










×


                          (3)

여기서 는 객체의 실제 키,    은 상에서 추

출객체 얼굴 높이와 객체의 높이이다.

표 2는 를 이용한 조인트 추출 방법으로 입력 상에

서 얼굴을 인식하여 얼굴 역의 상 좌표와 하 좌표

를 기 으로 조인트를 추출한다. j_N.x(y)는 조인트 번호 

N에서의 x(y) 치이다.

인체 치수는 각 사람마다 다르며 따라서 표1의 각 사

람의 인체 치수의 평균을 이용한 비율값을 용하여 조

인트 추출 시 정확한 조인트의 치를 검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1의 측정치를 기 으로 표2의 

방법을 용하여 1차 인 조인트를 검출하고 각 사람마

다의 조인트 치를 보완하기 해 추출 객체의 인체 실

루엣에서 코 을 추출하고 추출된 코   1차 조인

트와 가장 가까운 코 을 선택하여 최종 조인트를 결

정하는데 사용한다.

joint번호 x 치 y 치

1 얼굴 역의 상  x좌표  얼굴 역의 상  y좌표 

2 얼굴 역의 하  x좌표 얼굴 역의 상  y좌표 

3 j_2.x-

× j_2.y+


×

4 j_2.x+

× j_2.y+


×

5 j_3.x j_3.y+

×

6 j_4.x j_4.y+

×

7 j_5.x j_5.y+

×

8 j_6.x j_6.y+

×

9 j_2.x-얼굴넓이×0.5 j_2.y+

×

10 j_2.x+얼굴넓이×0.5 j_2.y+

×

11 j_9.x j_91.y+

×

12 j_10.x j_10.y+

×

13 j_11.x j_11.y+

×

14 j_12.x j_12.y+

×

표 2. 1차 조인트 추출 방법
Table. 2 The extraction method of 1'st joints

 

그림 3은 1차 조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코 을 추출

하는 방법을 보인 로 조인트 JP에서 각 코  C1～C4

까지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구하고 그  가장 가까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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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코 를 최종 조인트로 결정한다. 

그림 3. 최종 조인트 검출
     Fig. 3 The extraction of final joints

최종 조인트 검출시 조인트 1～2는 변경되지 않으며 

조인트 3～14가 코   변경된 조인트를 이용하여 다

시 검출된다. 최종 조인트 추출 방법을 표 3에 나타냈다. 

c.x(y)는 해당 조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코 의 x(y) 

치이다.

joint번호 x 치 y 치

3 c.x (j_5.y+c.y)/2

4 c.x (j_6.y+c.y)/2

5 (j_5.x+c.x)/2 (j_5.y+c.y)/2

6 (j_6.x+c.x)/2 (j_6.y+c.y)/2

7 j_7.x-｜j_7.x-c.x｜/2 (j_7.y+c.y)/2

8 j_8.x+｜j_8.x-c.x｜/2 (j_8.y+c.y)/2

9 (j_9.x+c.x)/2 j_9.y

10 (j_10.x+c.x)/2 j_10.y

11 (j_9.x+j_13.x+c.x)/3 (j_11.y+c.y)/2

12 (j_10.x+j_14.x+c.x)/3 (j_12.y+c.y)/2

13 (j_13.x+c.x)/2 c.y+(j_13.y-c.y)/2

14 (j_14.x+c.x)/2 c.y+(j_14.y-c.y)/2

표 3. 최종 조인트 추출 방법
Table. 3 The extraction method of final joints

2.3. 조인트 심 블록매칭 기법을 이용한 조인트 

추  알고리즘

기존의 객체 추 방법은 심객체의 추출 후 심객

체를 추 하기 해 객체의 색상정보를 이용하거나 템

릿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객

체의 치를 조인트의 치로 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객체  역에 한 정보가 아니라 조인트를 심으로 

한 지역정보의 움직임을 추 함으로 객체를 추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카메라로 입력되는 상에서 인체를 상으로 

하여 객체를 추 하는 경우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행동은 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

지 않으므로 인간의 신체 부 에서는 커다란 움직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처음 

추출된 조인트의 치를 심으로 연속으로 조인트를 

추 하여 탐색함으로 기존의 방법에 비해 연산량을 

다. 

블록은 각 조인트를 기 으로 30×30의 크기로 하며 

입력 상의 탐색 도우는 수평/수직 방향에 하여  

±10의 크기를 설정하여 블록매칭 기법을 용한다. 이

때 RGB 컬러의 입력 상을 HSV 상으로 변환한 후 색

상(hue)과 채도(saturation)의 값을 이용하여 오차가 가장 

은 을 다음 조인트 치로 선택한다. 

2.4. 조인트 정보을 이용한 인체 재

본 논문에서는 동 상에서 구해진 인체 추  결과를 

재 한다. 먼  기 임에서 추출된 조인트 정보와 

얼굴 인식 정보를 이용하여 인체의 얼굴 치와 각 조인

트의 치에 따라 인체를 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체

를 다각형의 조합으로 표 하 으며 얼굴은 원, 몸은 사

가형, 팔과 다리는 타원으로 매핑하 다. 인체의 움직임

은 블록매칭 기법으로 추 되는 조인트의 변화를 반

하여 표 하게 된다.

 

Ⅲ. 실험  결과 분석

제안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실내 환경에서 

실험하 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경 상과 입력 

상을 실시간 으로 처리하 다. 제안방법은 단일 카메

라의 입력으로 인체모델링 정보와 실루엣의 코 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인체의 조인트를 추출하고 움직임

을 추 하여 인체의 동작을 표 하는 것을 목 으로 함

으로 단순한 배경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있는 동작을 

상으로 실험하 으며 시스템은 Intel cpu 2.0GHz, 1G 

RAM에서 VC++6.0과 Open CV 를 이용하여 구 하

다. 입력되는 상의 해상도는 감시카메라 등에 제안방

법을 응용할 경우 10 임 정도이면 객체의 추 이 가

능하며 임베디드 장비의 처리속도를 감안하여 64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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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bit 상으로 당 10 임을 송받는다. 제안 방법

을 용할 경우 

3.1. 조인트 자동 추출 알고리즘

그림 4는 제안방법을 용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4(c)는 제안 방법을 용하여 그림 (b)의 인체의 실루엣

을 추출한 결과이며 (d)는 14개의 조인트를 추출하여 나

타낸 결과로 조인트를 추출하기 하여 얼굴 역을 먼

 검출하므로 검출된 얼굴 역을 나타내었다. 

(a)

  

(b)

 (c)

  

(d)

그림 4. 객체의 실루엣 추출  joint 추출
(a) 배경 상 (b) 입력 상 (c) 객체의 실루엣 추출

(d) 객체의 joint 추출
Fig. 4 The extraction of object's silhouette and 
object's joint (a) background image (b) input image
(c) the extraction of object's silhouette (d) the 

extraction of object's joint

그림 5는 표2의 인체 모델링 정보를 용하여 1차 조

인트를 추출한 결과 상과 실루엣의 코 을 추출하

여 표3의 식을 용함으로 최종 조인트를 추출한 결과 

상을 보여 다. 그림 (b)의 조인트 3～14가 그림 (c)에

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루엣 정보의 코

을 고려함으로 좀 더 정확한 조인트를 검출하고 있

음을 보여 다.

(a)

(b)

  

(c)

그림 5. 1차  최종조인트 추출
(a) 입력 상 (b) 1차 조인트 (c) 최종 조인트
Fig. 5 The extraction of 1'st joints and final joints
(a) input image (b) 1'st joints (c) final joints  

3.2. 블록매칭을 이용한 조인트 추   객체 추

제안방법은 객체 추 을 해 객체 체의 움직임을 

추 하지 않고 조인트 치의 움직임을 블록 매칭방법

을 이용해 추 한다. 이것은 객체 체에 블록 매칭 방법

을 용했을 경우에 비해 연산량을 일 수 있다. 

×  크기의 객체를 ×의 블록으로 탐색 도우 

× 역을 용하여 탐색할 경우 기존의 방법은 

×××의 비교횟수와 덧셈이 필요하며 제안방법

은 ××××의 비교횟수와 덧셈이 필요하다. 따

라서 비교횟수와 덧셈에서 
××

×
 의 연산을 일 수 

있다.

만약 객체의 크기가 300×240인 상에 30×30 블록

을 10×10의 탐색 역으로 하여 용할 경우 기존의 블

록매칭방법과 제안방법의 연산량을 표4에 나타내었

다. 표 4에서 보여 주듯이 제안 방법은 기존의 블록 매

칭 방법에 비해 연산량을 감하며 조인트를 추 할 

수 있다.



인체 모델링을 이용한 인체의 조인트 자동 검출  인체 매핑

857

계산횟수

방법

1 임 10 임

비교 덧셈 비교 덧셈

기존블록매칭 72×105+3200 72×105 72×106+32000 72×106

제안방법 45×104+560 45×104 45×105+5600 45×105

표 4. 기존블록매칭방법과 제안방법의 연산량
Table 4. computing complexity of the conventional 
blocking method and the proposed method

그림 6은 인체의 조인트 추 결과로 처음 추출된 조

인트를 심으로 다른 임에 블록매칭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이루어 (a)의 처음 조인트 추출된 결과에서 

(b)로의 변화를 보여 다. 그림 (c)는 (a)와 (b)의 움직임

벡터 상이다. 머리부분과 각 조인트의 변화를 알 수

가 있다.

(a)

  

(b)

(c)

그림 6. 객체의 조인트 추 상
(a) 원본 상 (b) 추  상 (c) 움직임 벡터
Fig. 6 The tracking image of object's joints

(a) original image (b) tracking image (c) motion vector 

3.3. 조인트를 이용한 인체 매핑

그림 7은 입력 상의 첫 임에서 조인트를 추출한 

후 5 임 후의 상에서 조인트를 추 한 상과 두 

상의 인체 움직임을 상으로 표 한 결과이다. 그림 

(a)에서 (b)로의 움직임이 반 되어 (c)의 인체 매핑 결과

에서 (d)의 매핑 결과에 반 되었음을 보여 다. 

(a)

  

(b)

(c)

  

(d)

그림 7. 조인트 상과 인체매핑 상
(a) 원본 상 (b) 추  상 (c) (a)의 인체 매핑 

(d) (b)의 인체 매핑
Fig. 7 joints image and body mapping image 
(a) original image (b) tracking image (c) body 
mapping of (a) (d) body mapping of (b)

(a)

  

(b)

(c)

  

(d)

그림 8. 객체 추 과 인체 매핑 상
(a) 원본 상 (b) 추  상 (c) (a)의 인체 매핑  

(d) (b)의 인체 매핑
Fig. 8 object's tracking and body mapping image 

(a) original image (b) tracking image
(c) body mapping of (a) (d) body mapping o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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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은 입력 상의 첫 임에서 조인트를 추출

한 후 76 임 후의 상에서 조인트를 추 한 상과 

두 상의 인체 움직임을 상으로 표 한 결과이다. (c)

와 (d)는 제안 방법이 조인트를 검출하여 인체를 재 할 

수 있으며 조인트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 하고 그 결과

로 효율 으로 인체를 재 함을 보여 다. 

3.4. 조인트 자동 추출과 추 율  인체 매핑 결과 분석

제안방법을 다양한 동 상에 용한 결과 실루엣 추

출  조인트 검출 등에서 95%의 완성도를 보 으며 객

체  조인트 추 은 93% 정도의 추 율을 얻었다. 오차

의 발생 원인은 실루엣 추출  조인트 검출에서는 조명

의 변화  그림자 정보등으로 인한 실루엣 추출의 실패

가 주 원인이 되었으며 객체  조인트의 추 에서는 인

체의 갑작스런 동작으로 블록매칭 알고리즘의 탐색 범

를 벗어나 조인트가 이동하 을 때 조인트를 추 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 조인트를 이용한 인체

매핑은 조인트를 이용하여 재 이 가능하 고 움직임 

한 효율 으로 표 이 가능하 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카메라로부터 실시간 입력되는 

동 상에서 인체의 실루엣과 조인트를 자동으로 검출

하고 추 하여 추출된 조인트로 인체를 매핑하고 움직

임을 표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조인트

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하여 인제 수치의 비율을 이용

하여 인체를 모델링 하 고 모델링 정보를 이용하여 동

상에서 자동으로 인체의 조인트를 추출한다. 한 한

의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정보로만 인체의 실루엣과 

조인트를 추출한다. 객체의 추 은 처음 상에서 추출

된 조인트를 이용하여 조인트를 심으로 블록매칭기

법을 사용하여 조인트의 움직임을 추 하여 수행되며 

체 상을 사용하지 않고 국부정보를 이용함으로 객

체 추 시 연산량을 고 객체 추 에서도 좋은 효율

을 보 다. 한 인체를 다각형과 추출된 조인트 정보를 

이용하여 표 하고 조인트 추  정보로 인체의 동작을 

묘사하 다.  

제안방법은 깊이 정보를 반 하여 3D 애니메이션의 

표 에 응용할 수 있으며 조인트 정보는 인체의 표 에 

한 방법으로 보행인식, 인간의 행동 패턴 인식등의 

분야에도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명의 변

화나 그림자 역으로 인한 잡음과 겹침 역 분분에서 

조인트 추출  추 이 강건하지 못하며 이를 개선한 연

구가 필요하다. 한 본 논문은 인체의 정면 상을 상

으로 연구가 되었으므로 인체의 측면이나 굽 진 경우 

등에 해 인체의 조인트 자동추출을 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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