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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비디오로부터 추출된 다중 프레임에 대하여 3D 인체 복원을 수행하고 인체의 형상 및 움직임을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도록 보정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영상으로부터 매개변수 기반의 3 차원
morphable 모델을 사용하여 인체의 자세 및 체형을 복원하도록 접근한다. 인체 복원은 자세 복원과 체형
복원으로 나뉘게 되며 입력영상으로부터 측정된 관절의 위치 정보와 윤곽 정보에 의해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찾게 된다. 관절의 위치 정보는 CNN 을 기반으로 측정하며 3D 모델로부터 2D 영상으로의 투영을
통해 거리를 비교하고 최소화되는 값을 찾아 복원한다. 윤곽 정보는 전경 객체 추출 기법을 적용하여
인체의 윤곽 마스크를 측정하고 3D 로부터의 윤곽 정보와 정합 코스트 값을 측정하고 최소 값을 갖는 체형
매개변수 값을 찾는다. 비디오로부터 추출된 다중 프레임에 대한 3D 인체 복원은 각 매개변수가 연속성
및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전체 복원 매개변수에 대한 분위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모델을 생성한다.

1. 서론
2D 영상으로부터 인체의 3D 모델을 복원하는 문
제는 오랜 기간동안 연구되어왔다. 매개변수 기반의
모델인 SMPL(Skinned multi-person linear model)[1]
이 제시되고 머신 러닝의 발전으로 인체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인체 복원 연
구는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
존의 연구는 단일 영상으로부터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비디오로부터 추출된 다중 프레임에
대해서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부
자연스러움은 자세의 복잡성과 가려지는 현상에 의
해 정확한 인체 정보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카메
라의 위치 및 각도에 의한 오차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비디오로부터 복원된 각 프레임 사이의
모델들은 일관성과 연속성을 잃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로부터 추출된 각 프레임
에 대한 3D 인체 복원을 수행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모델들의 매개변수 값들의 상관 관계를 분
석하여 통일 성과 연속성을 갖는 보정된 3D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매개변수 기반의 모델은
다양한 자세와 체형을 갖는 인체 데이터의 학습에
의해 만들어 진다. 단일 영상에 대한 복원은 2D 영
상으로부터 측정된 관절 정보와 체형 정보는 3D 로
부터 2D 로의 투영된 모델과의 정합을 통해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찾게 된다[2][3]. 하지만 이러한 단
일 영상 복원 기법은 초기 측정 정보 및 복원 과정
에서의 오차에 의해 오류 프레임이 생성되고 복원
된 결과에 대한 재생에 대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낸다. 체형 매개변수는 동일 개체에 대해 일관

성을 갖고 자세 매개변수는 프레임 사이의 연속성
을 갖는다. 이러한 가정에서 전체 매개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오류 프레임을 측정 및 보정하여
부드러운 3D 모델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다.

2. 제안하는 기법
비디오로부터의 인체 복원 기법은 단일 영상 복
원기법을 기반으로 비디오로부터 추출된 각 프레임
에 대해 인체 데이터를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와 3D
모델의 매개변수의 상관관계를 찾음으로써 자세와
형상을 복원한다. 단일 영상에 대한 복원은 관절 위
치 정보를 이용한 자세 복원과 윤곽 정보를 이용한
체형 복원으로 나뉜다. 전체 프레임에 대해 복원된
모델의 매개변수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찾기 위해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오류 프레임의 제거 및 보정
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
타낸다.
2.1 단일 영상 복원 모델
본 논문은 매개변수 기반의 변형 가능한 SMPL
모델을 사용한다[1]. 이는 72 개의 관절 매개변수와
10 개의 체형 매개변수에 의해 6890 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진 메쉬가 변형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𝑀(𝛽⃗, 𝜃⃗ ; 𝛷) =

Ｗ(𝑇𝑝 (𝛽⃗, 𝜃⃗ ; 𝑇̅, 𝑆, 𝑃), Ｊ(𝛽⃗; 𝐽, 𝑇̅, 𝑆), 𝜃⃗ , 𝑊)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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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스크를 이용한 윤곽 취득.

그림 1. 관절 위치 측정을 통한 자세 복원.
여기서 𝜃⃗ 는 자세에 대한 매개 변수로 23 개의 관절
에 대해 72(233+3)개의 매개변수 변화에 의해 자
세를 변형시키고, 𝛽⃗ 는 다양한 체형의 데이터셋을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를 통해 얻어진 매개 변수로서 10 개의 변수 변화에
의해 체형을 변형시킨다.
인체의 자세 복원은 먼저 관절의 위치를 찾을 필
요성이 있다. 관절 위치 측정은 인체의 각 관절 위
치를 측정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13 개의 주요 관절
을 측정한다[4]. 해당 기법은 각 신체의 부위를
CNN 을 이용하여 인체의 파트를 추정하고 한 사람
에게 속한 후보들로 분류한다. 분류된 결과로부터
각 부위에 대해 라벨을 부여하여 한 명에게 속한
관절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관절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자세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3D
모델로부터 2D 로 관절을 투영하고 목적함수를 최
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최적의 자세 매개변수 값을
찾는다[3].
E(β, θ) = EJ (𝛽, 𝜃; 𝐾, 𝐽𝑒𝑠𝑡 ) + 𝜆𝜃 𝐸𝜃 (𝜃) + 𝜆𝑎 𝐸𝑎 (𝜃)
+ 𝜆𝑠𝑝 𝐸𝑠𝑝 (𝜃; 𝛽) + 𝜆𝛽 𝐸𝛽 (𝛽)

(2)

목적함수는 식 (2)와 같이 정의되며 3D 로부터
2D 로 투영된 SMPL 모델의 3D 관절과 2D 영상으
로부터 추정된 관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최소
화한다. 른 부위의 자세를 복원함에 따라 측정된 매
개변수 값은 Rodrigues 공식에 의해 각 관절의 회
전 반경을 결정하게 되고 3D 모델의 자세를 변형한
다.
체형 복원은 2D 영상으로부터 측정된 윤곽 정보
와 3D 모델의 윤곽정보 정합을 통해 최적의 체형
매개변수 값을 찾는다. 윤곽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CNN 을 사용하여 ROI 영역에 대한 분할 마스크를
추정 마스크를 취득하고 GrabCut 기법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가공한다[5][6]. 2D 영상으로부터 측정한
윤곽 마스크와 3D 모델로부터 측정한 윤곽 마스크
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EMD 공식을 사용하여 두 윤
곽 데이터 사이의 최소 비용을 계산한다. 10 개의

그림 3. EMD 정합을 통한 인체 윤곽 비교.
매개변수에 대해 최소 비용을 갖는 체형을 결정
하기 위해서 Levenberg-Marquardt(LM)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최적의 체형 매개변수를 찾는다[7].
2.2 다중 영상 복원 모델
비디오로부터 추출한 각 프레임의 단일 영상 복
원은 초기 인체 데이터 측정의 오류 및 각 프레임
의 환경의 차이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
낸다. 다중 영상에 대한 인체 복원은 동일한 객체에
대한 체형 매개 변수의 일관성과 자세 매개변수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측정 대상은 동일하며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전제조
건은 전체 프레임에 대한 복원된 매개변수들을 분
석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레임 사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타낸다.
전체 프레임에 대한 체형 매개변수는 이상점을 검
출하여 배제하고 참값에 대해 빈도에 따른 가중치
를 부여하여 가중치 평균값을 찾는다. 이에 따라 비
디오 전체의 체형은 동일한 체형을 갖게 된다. 전체
프레임에 대한 10 개의 체형 매개변수는 설정된 임
계값에 의해 이상점이 제거 및 빈도를 측정하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은 입력 프레임의 수에 따라 정확도
의 차이를 보인다.
자세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각 프레임에 대해 매
개변수 값을 관측 값으로 갖는다.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자세 매개변수의 변화는 각 프레임 사이에 연
속성을 갖는다. 이에 대해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적용한다. 시간을 독립변수 x 로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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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디오로부터 인체 움직임 복원 결과.
그림 4. 자세 매개변수의 분위 회귀 모델
매개변수 값은 종속 변수 y 로 갖는 분위 회귀분석
은 인체의 움직임이 일정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변화하게 됨에 따라 구간에 따라 분석을 적용해야
하는 자세 분석에 용이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
의 회귀분석을 적용하였을 때 이상점의 영향을 받
아 참값의 결과가 오류로 측정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무시되던 짧은 움직임의
변화로 인한 오차를 줄여준다. 분위 회귀분석 모델
을 적용하여 이상점을 제거하고 추정 모델 값을 적
용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갖는 모델을 복원한다.

4. 결론
본 논문은 단일 영상에 대한 3D 복원을 다중영상
으로 확장하며 이상점 검출 및 회귀분석을 통해 인
체 모델을 복원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
근 방법은 비디오 입력 영상에 대해 기존의 기법에
비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
다. 또한 2D 영상으로부터 측정된 오류를 보정할
수 있어 다중영상을 통한 기존 복원 결과의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제시되는 단일 영상 복원 연
구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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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본 논문은 Intel i7-7700 3.6GHz CPU 와 NVIDIA
GeForce GTX 1080 Ti 를 장착한 컴퓨터에서 수행
하였다. 단일 영상에서 3D 복원은 약 4 분의 수행
시간 소요되었고 다중 영상을 이용하여 모델 보정
은 평균 30 초의 수행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4 는 3D 모델의 우측 무릎 관절에 대한 7 번
과 8 번의 자세 매개변수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이다. 무릎 관절에 대해 균일한 변화를 나타내는
roll 회전 방향에 대한 결과와 역동적인 변화를 나
타내는 pitch 회전 방향에 대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좌측의 초기 측정 결과와 우측의 분위 회귀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상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연속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참 값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있다. 분위
회귀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3D 모델에 적용한 결과
는 그림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디오부터 추출한
연속적인 동작에 대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인체 정
보 추출과정에서 해상도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입
력 프레임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은 CoAsia Holdings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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