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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효율적이고 빠른 3차원 정합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의 손과 팔의 연결된 자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해법을 제시하였

다. 뎁스 카메라의 낮은 해상도와 제한된 인식범위 때문에, 손과

팔의 연결된 자세 추정은 손 자체의 자세 추정보다 더 어려운 문

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다른 인식 범

위와 해상도를 가지는 다수의 뎁스 센서를 이용하여 특별한 장치

나 마커가 필요 없는 소규모 모션 캡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넓

은 인식 범위를 가지지만 해상도가 낮은 Kinect 센서는 팔의 자세

추정을 위한 스켈레톤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높은 해상도를 가지

지만 인식 범위가 좁은 Senz3D 센서는 손의 스켈레톤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다수의 뎁스 센서로부터 얻은 3차원 점군 데

이터들을 통일된 기준 좌표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3차원 정합 기술

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준 좌표계에서의 손과 팔

의 연결된 스켈레톤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자

세 추정을 하였다.

각 센서로부터 얻은 스켈레톤 데이터들은 3차원 정합 과정 중

에서 세그멘테이션과 아웃라이어 리젝션 과정에 효율적으로 쓰인

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정합할 대상에 대한 정보인 스켈레톤 데

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새롭고 빠른 아웃라이어 리젝션 기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3차원 정합, 뎁스 카메라, 아웃라이어 리젝션

학 번 : 2012-2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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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 배경

인간의 움직임 특성에 대한 분석은 많은 적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가

상현실이나 비디오 게임, 영화 제작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분야에서 인간의 모션 캡쳐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결과물들을 산출해내

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상체 움직임은 그것의 다양한 활용성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물체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할 때 상체,

즉 손과 팔의 연결된 동작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듯 손과 팔의 연결된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과 비슷하거나 다른 구조를 가지는 로봇

의 원격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날 사람의 모션 데이터들은 얻기 위한 다양한 모션 캡쳐 시스템

이 존재한다. 기존의 모션 캡쳐 시스템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특정

한 장치가 달린 옷이나 마커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카메라 배

치와 같은 복잡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특별한 과정이나 장비가 필요하다. 이는 비교적 높은 정밀도의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시스템의 비용이 매우 비싸고 실시간성이 어려우

며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근래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Kinect와 같은 센서들이 출시되면서 3차

원 뎁스 카메라의 새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러한 뎁스 센서들은 손쉽고

간편한 설치와 사용법,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적용 분야를 늘리고 있다 [1], [11]. 이러한 뎁스 센서는 복잡한 준비 과

정이나 마커나 특별한 장치가 달린 옷이 필요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저

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3차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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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뎁스 센서는 인식 범위의 제한과 낮은 해상도 때문에

특정한 요구 조건이 필요한 응용 시스템에 적용하기 힘들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식 범위와 해상도를 가지는 다수의 뎁스 센서를

이용하여 손과 팔의 연결된 움직임을 추정하였다. 사람의 몸 전체 움직

임을 얻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Kinect는 인식 범위가 넓은 대신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상체의 팔 움직임을 제공해준다. 손의 움직임을 얻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Senz3D는 인식 범위가 좁은 대신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의 정밀한 움직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

게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진 다수의 뎁스 센서들을 배치하여 손과 팔의 연

결된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림 1은 각 센서로부터 얻은 뎁스 데이터와

스켈레톤 모델을 보여준다.

그림 1. 스켈레톤 모델 및 관심영역의 점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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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수의 뎁스 센서들로부터 얻은 3차원 점군 데이터

들을 정합하여 하나의 기준 좌표계로 표현된 손과 팔의 연결된 모션 데

이터를 얻는 것이다. 그림 2에서처럼 Kinect 센서는 사람의 팔의 스케레

레톤 모델을 제공해주고 [19], Senz3D 센서는 사람의 손의 스켈레톤 모

델을 제공해준다 [20]. 이때, 각 센서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스켈레톤 모

델을 추정하고 있다면 그림 2의 각 스켈레톤 모델의 빨간 선분과 같은

제약사항이 생기게 된다. 이 제약사항은 팔꿈치로부터 손목에 이르는 스

켈레톤 선분이 같은 사람의 팔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일관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스켈레톤 모델의 제약사항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점으로부

터 얻은 3차원 뎁스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합할 수 있다. 3차원

점군 기반의 특징점 추출을 통해 점들 사이의 대응 관계를 구한 뒤 거짓

대응 관계를 제거하기 위해 아웃라이어 리젝션 기법을 사용하는데, 위에

서 언급한 선분 상의 제약사항을 이용하여 새롭고 빠른 아웃라이어 리젝

션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2. 스켈레톤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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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정합은 다시점으로부터 얻은 3차원 데이터를 하나의 완벽한 모

델로 만들기 위해 겹치는 부분을 최대화하는 3차원 변환을 찾는 기법이

다 [2], [5], [6]. 이것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3차원 점군 데이터들에서

겹치는 부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3차원 병진 이동과 회전 이동을 찾는

최적화 문제로 풀 수 있다 [10].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기법은 크게 전역 해를 구하는 방법과 지

역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전역 탐색은 Genetic Algorithms [12]

이나 evolutionary techniques [13] 등을 사용하여 해를 구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인 지역 탐색을 통해 해를 구하는 방법은

Iterative Closest Point(ICP) algorithm [7], [14] 이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 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처리 과정에서 ICP 기법을 사용한다. ICP는 지역 탐

색에 기반 한 방법이므로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잘못된 해를 구하는 경

우가 많이 생긴다. 따라서 3차원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특징점 추

출을 통해 초기에 점군 데이터들을 대략적으로 정렬하는 Initial

Alignment(IA) [3], [4] 기법을 사용하고 , 후처리 과정에서 좀 더 정확

한 3차원 변환 관계를 구하는 ICP Refinement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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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먼저 2장에서는 각 센서로부터 얻은 3차원 점군 데이터에서 관심영역

인 팔꿈치에서부터 손까지의 점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세그멘테이션

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3차원 기하학 특

성을 고려한 특징점 추출 기법인 Fast Point Feature Histogram

(FPFH)과 Signature of Histograms of OrienTation (SHOT)에 대해 소

개하고, 특징점 추출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점대점 대응관계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구한 대응관계에서

거짓 정보들을 제거하는 기존의 아웃라이어 리젝션 기법에 대해소개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케렐톤 모델 제약사항을 이용한 새로운 아웃라이

어 리젝션 기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5장에서는 초기 정렬을 통해 얻은 3

차원 변형을 더욱 정밀하게 구하기 위한 후처리 과정인 ICP Refinement

에 대해 서술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구축한 멀티

센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7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존

의 아웃라이어 리젝션 기법들과 비교하여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끝으로 8장에서는 실험 결과들을 통해 얻은 결

론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림 3은 3차원 정합

과정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나타낸다.

그림 3. 3차원 정합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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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그멘테이션

3차원 정합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세그멘테이션은 센서로부터 얻은

3차원 점군 데이터에서 일부분인 관심 영역의 데이터만 추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거치면서 실제로 3차원 정합 과정의 나

머지 부분인 특징점 추출과 ICP Refinement 과정에서 연산을 수행할 점

군 데이터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3차원 정합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전체 연산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단계에서 스켈레톤 모델 데이터

를 활용한 라인 모델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다. 6장에서처럼 실험을 위

해 구축한 멀티 센서 시스템에서 각 센서마다 미들웨어에서 제공해주는

스켈레톤 모델을 활용한다. Kinect 센서의 미들웨어인 OpenNI의 Body

Skeleton Tracking 모듈에서는 어깨와 팔꿈치, 손을 연결하는 2링크 구

조의 스켈레톤 모델을 제공해주고, Senz3D 센서의 미들웨어인

Perceptual Computing SDK의 Skeletal hand tracking library 모듈에서

는 팔꿈치와 손, 손가락을 연결하는 21개 마커를 가지는 구조의 스켈레

톤 모델을 제공해준다.

그림 4. 스켈레톤 모델에서의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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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각 센서의 미들웨어에서 제공해주는

스켈레톤 모델 사이에서 스켈레탈 제약사항이 생긴다. 이것은 두 모델에

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분이 같은 사람의 동일한 부위를 가리키고 있으

므로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렇게 스켈레탈 제약사

항을 가지는 부분인 팔꿈치에서 손까지 이르는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설

정하고 이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하였다.

각 센서의 미들웨어로부터 스켈레톤 모델을 제공받으므로 세그멘테이

션 할 부분을 의미하는 라인 모델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라인 모델

을 이용하여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3차원 상에서 선분과 점 사이

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하학적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림 5에서처럼 스

켈레탈 제약사항을 가지는 라인 근처의 점들을 추출해내는 기본 방식은

점에서부터 라인까지 이르는 최소거리와 그때 라인에 사상되는 라인 파

라메터를 이용한다.

점군 데이터      ⋯ 에서 는 번째 점을 의미하고 

과 은 제약사항을 가지는 라인의 양 끝 점을 의미한다. 이 때, 점 에

서 스켈레탈 라인까지 이르는 최소거리 는 다음과 같이 식 (1)처럼 계

산 될 수 있고, 이때 가 라인에 사상되는 위치를 수치화한 라인 파라

메터 는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5. 3차원 선분-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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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식 (1), (2)를 사용하여 제약사항을 가지는 스켈레탈 라인 근처의 점들

을 분리해 낼 수 있다. 미리 정의한 문턱치 를 설정하고 이 값보다 작

은 를 가지는 점과, 라인 파라메터 의 값이 0에서 1 사이인 점들 만

분리한다. 이것이 가지는 물리적 의미는 선분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고 라인에 사상되는 점이 라인의 양 끝점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점군 데이터 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점군 집합 을 추출

해내면 다음과 같다.

     ≤ ∧≤  ≤  (3)

이 과정에서 라인 파라메터 는 4장에서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

웃라이어 리젝션 과정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다른 저장공간에 미리 저장

해놓는다. 이것은 아웃라이어 리젝션 과정에서의 연산속도를 더욱 단축

시켜준다. 그림 6은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빨간 사각형은 관심

영역을 의미하고 그림 6의 (c)는 (a)와 (b)에서 각각 추출한 점군 데이터

를 시각화한 것이다.

(a) (b) (c)

그림 6. 관심영역의 세그멘테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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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특징점 추출 및 대응 관계 매칭

3차원 정합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특징점 추출 및 대응 관계 매칭은

센서로부터 얻은 3차원 점군 데이터를 기준으로 질의점 주위의 점들 집

합 사이의 관계를 기하학적인 특성을 살려서 표현하고, 이 특징점을 기

준으로 두 데이터 집합 사이에서 비슷한 특징 벡터를 가지는 점들이 서

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점들 사이의 매칭을 설정하는

것이다.

먼저 특징점 추출을 위해 질의점 를 설정했을 때, 주변 점들을 특정

이웃 점군 데이터 집합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이웃 점군 데이터 집합

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인 K search는

로부터 가장 가까운 k개의 점들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Radius

search는 일정 반경 r 이내의 점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웃

점군 데이터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k 값이나 r 값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많은 실험과 최적화를 통해 연구 목적에 맞는 방법과

값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질의점 주위의 이웃 점군 데이터를 설정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질의점

와 이웃 점군 데이터   
 … 

 들 사이의 관계를 특정한 방식으

로 표현하는 특징점 추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3차원 점군 데이터의 특

징점 추출은 대부분 3차원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용한다. 이렇게 특징

점을 계산하는 특징 벡터 함수를  라 하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와 그 주위의  
를 이용해 n차원 특징 벡터를 구

성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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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점군 데이터에서 3차원 특징점 추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3차원 특징점 추출 방법이 항상 고려하고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특징점 추출 방식이 3차원 회전 변환과 병진

이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내야하며, 둘째 점군 데이터의

샘플링 정도, 즉 밀도가 달라도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

째는 센서에서 얻어오는 원본 점군데이터에 적당한 잡음이 있더라도 특

징 벡터는 비슷한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점군의 표면 법선 벡터를 추출한 뒤, 이 법선 벡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특징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3차원 점

군 데이터에서 질의점 주변의 특정 범위까지 이르는 표면의 법선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면 법선 벡터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least-squared

method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점군에서 평면을 피팅했을 때 거리

가 최소가 되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곧 표면 법선 벡터가 되고, 이 벡터

를 구하는 과정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를 사용한다. 식

(5)에서처럼 질의점과 주변 점들 사이의 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이 행렬

의 고유값 분해 과정을 통해 가장 작은 고유값을 가지는 고유 벡터를 표

면의 법선 벡터로 설정한다.

  



 



 ·  ··
 (5)

이렇게 표면 법선 벡터를 구했으면 이를 이용해 기하학 기반의 3차원

특징점 추출 방법인 Fast Point Feature Histogram (FPFH) [10]과

Signature of Histograms of OrienTation (SHOT) [15]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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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ast Point Feature Histogram (FPFH)

3차원 인식이나 정합에서 많이 쓰이는 특징점 추출 방식 중의 하나인

FPFH는 점군 데이터의 표면 법선 벡터를 기반으로 질의점의 표면 법선

벡터와 목표점의 표면 법선 벡터를 기반으로 좌표계를 설정하고 이 좌표

계와 법선 벡터 사이의 관계를 수치화하여 특징 벡터를 구성하는 방법이

다.

질의점 의 표면 법선 벡터를 라 하고 목표점 의 표면 법선 벡

터를 라 했을 때,  프레임을 설정 할 수 있다. 축을 질의점의 표

면 법선 벡터 로 설정 한다면, 축과 축은 다음과 같다.

     ×∥∥


  × (6)

위와 같이 설정된  프레임을 이용하여 표면 법선 벡터와의 관계

를 수치화 할 수 있다. 특징 벡터는 4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사이

의 거리와 법선 벡터와 좌표계의 축이 이루는 각도가 각 차원의 값이 된

다. 특징 벡터      는 식 (7)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   ·




  tan· ·  ∥∥

(7)

특히 FPFH 방식은 PFH와 달리 속도를 크게 개선한 방법으로 질의점

과 주변 점들 사이의 특징 벡터를 계산하고,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전략

을 이용한다. 이렇게 미리 저장한 특징 벡터를 활용하여 성능에는 큰 차

이가 없게 하고, 속도를 크게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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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ignature of Histogram of OrienTation

(SHOT)

그림 7. SHOT를 위한 구형 그리드 구조

FPFH와 같이 3차원 기하학적 특성인 표면 법선 벡터를 이용한 특징

점 추출 방법인 SHOT는 3차원 점군 기반의 인식 기술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SHOT는 FPFH와 달리 따로 좌표계를 설정하여 특징 벡터를 구성

하지 않고, 특정한 그리드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 존재하는 점들의 표면

법선 벡터와 질의점의 표면 법선 벡터 사이의 각도를 이용하여 특징 벡

터를 구성한다.

그림 7과 같이 질의점을 기준으로 구형 그리드 구조를 설정한다. 구형

구조에서 반경에 따른 구간을 나누고 이것을 다시 방위각과 높이에 따른

섹터로 분할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된 SHOT의 그리드 구조는

방위각을 8개의 구간, 반경을 2개의 구간, 높이에 따른 구간을 2개로 나

누어서 총 32개의 구형 그리드 섹터로 나누어지는 구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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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나눈 뒤, 질의점의 표면 법선 벡터를 라 하고 특정 구간에

속하는 번째 목표점의 표면 법선 벡터를 라 한다면 이 두 벡터 사이

의 각을 나타내는 수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cos  · (8)

이 수치는 다시 11개의 구간으로 구별되어지고, 위에서 그리드 구조로

나뉜 32개의 구형 그리드 섹터와 조합되어서 총 352개의 차원을 가지는

SHOT 특징 벡터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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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응 관계 매칭

각 센서로 부터 얻은 점군 데이터에서 특징 벡터를 구했다면, 특징점

들 사이의 점 대 점 대응 관계를 구할 필요가 있다. 각각 다른 점군 데

이터에서 어떤 점들이 서로 대응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3차원 정합

과정의 나머지 과정인 아웃라이어 리젝션과 특이값 분해를 통한 정렬 과

정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장에서 구한 특징 벡터를 라 하면 두 질의점에서 구한 특징 벡터

는 각각 , 라 할 수 있다. 이 때, 이 특징 벡터들이 얼마나 비슷한

값을 가지는지가 두 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척도가 된다. 이

값을 라 한다면 이것은 특정한 함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9)

여기서 두 특징 벡터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함수 는 가장 널리 쓰이

는 Euclidean distance를 활용하였다. 또한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

림 8과 같이 K차원 트리 구조를 구성하여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과정

그림 8. K-d 트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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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현하였고, 이 과정에서 fast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FLANN)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16].

2장에서 구한 관심영역 부분의 점군 데이터를 이용해 특징점 추출과

대응 관계 매칭을 진행 하였을 때, 결과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난다. 이

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대응 관계가 아닌데 대응 관계가 설정

된 거짓 대응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질 4장에서는 이러

한 거짓 대응 관계를 제거하는 아웃라이어 리젝션 기법에 대해 설명하겠

다.

그림 9. 점군 데이터 사이의 대응 관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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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아웃라이어 리젝션

3장에서의 특징점 추출과 대응 관계 매칭으로 점 대 점 대응 관계가

설정되었다. 하지만 그림 9에서처럼 비슷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는 두

특징점들 사이에 거짓 대응 관계가 설정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번 4장에서는 이러한 거짓 대응 관계를 제거하는 기법

인 아웃라이어 리젝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아웃라이어 리젝션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기

하학적인 제한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특정 연산과정을 반복

하면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기학적인 방법에는 Geometric Consistency(GC)와 Hough 3D voting

(Hough)이 있다. GC [17] 는 대응 관계가 설정된 두 쌍의 점들 사이에

서 같은 점군에 속하는 각각의 두점 사이의 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

는 방법이고, Hough [18] 는 Local Reference Frame (LRF)을 활용한 방

법으로 얼마나 정확한 LRF를 구할 수 있는지가 성능의 관건이 된다.

반복적인 방법에는 요즈음 널리 쓰이고 있는 Sample Consensus

(SAC)를 기반으로 한 방법이 있다. SAC [10] 방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

하는 샘플 데이터에서 목표 함수를 만족하는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아웃

라이어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Skeletal Consistency (SC)를 활용한 새로운 아웃라이

어 리젝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하학적인 제약 사항을 이용한

방법에 해당하며 미리 모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연산

을 진행하므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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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존의 아웃라이어 리젝션 기법

4.1.1 Geometric Consistency (GC)

GC는 두 점군 데이터 사이에서 대응 관계가 설정된 두 쌍의 점들 사

이의 거리를 구하여 대응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

식이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많은 응용 분야에 쓰이

고 있으며, 연산속도 또한 기존의 아웃라이어 리젝션 방법 중 가장 빠르

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간색 원으로 묶여진 대응 관계는 올바

른 대응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 묶여진 대응 관계처럼 서로 상

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두 데이터 집합 사이에서의 거리가 일

정 값 이상으로 차이가 크다면 이것은 실제로 잘못된 대응이 설정된 것

이다.

그림 10. Geometric Consistency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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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군 데이터에서의 중요점을 각각 ,  라고 하고 대응 관계가

설정된 한 쌍의 점을    라고 한다. 두 점사이의 Euclidean

distance를 로 하고,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문턱치 특정 값 을 미리

설정한다.

이 때, 기하학적적인 제약 조건을 나타내는 
는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고, 이 값이 문턱치 보다 작으면 이 대응 관계는 올바른 대응

관계라고 여겨진다.


   (10)

이렇게 구한 
값을 이용해 거짓 대응 관계를 제거하는 아웃라이

어 리젝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두 데이터 집합 사이의 변환

관계가 본래 6자유도를 가지는 것에서 거리 값인 
만 고려하는 1자

유도로 축소되고, 이는 효율적인 연산과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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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Hough 3D voting (Hough)

Hough 3D voting (Hough) 는 General Hough Transform (GHT)를

기반으로 3차원에 특화된 변환을 통해 두 점군 데이터가 6자유도 변환을

해도 서로 같은 기하학적인 구조를 지닌다는 특성을 만족하도록 만들어

진 이론이다.

서로 비교하려는 점군 데이터 집합을 각각 model과 scene으로 한다면

model에서 특징점의 Local Reference Frame (LRF) 를 이용하여 임의의

참조점까지의 벡터를 구한다. 이 벡터는 scene에서 대응 관계를 가지는

특징점과 scene의 참조점까지의 벡터와 같아야 한다. model과 scene의

두 데이터 집합은 서로 6자유도 변환, 즉 회전 변환과 병진 이동을 거쳐

서 다르더라도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같은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다는 특

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벡터가 같은 참조점을 가리킨다면

voting 과정을 통해서 최대치를 가지는 참조점이 가장 완벽한 대응 관계

를 지닌 점군 데이터라고 보고 이를 이용해 아웃라이어 리젝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LRF를 구하는 과정이 미리 선행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LRF가 정확하면 6자유도 변환을 하더라도 벡터가

같은 참조점을 가리키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LRF를 구하는 과

정은 3장에서 표면 법선 벡터를 구할 때와 같이 질의점과 그 주변 점들

사이의 공분산 행렬을 구한 뒤, 이 행렬의 고유값 분해를 통해 각각의

좌표축을 설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가장 작은 고유값

을 가지는 축을 z축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두 고유벡터 중 그 벡터 방향

으로 점들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벡터를 x축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벡터

를 y축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규칙을 지니게 한다. 이렇게 하면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고유의 LRF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목표 함수의 벡터가 6차원의 6자유도 변환에서 병진

이동만 가지는 3자유도 변환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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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Sample Consensus (SAC) based method

SAC 기반의 방법은 3차원 점군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젼

이나 패턴 인식, 컴퓨터 그래픽스 등의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여기서 쓰이는 SAC 기반의 방식은 기존의 RANSAC와는 달리 임의의

샘플을 채취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을 구한다

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3차원 점군 데이터에서는 임의의 샘플을 채취한다면 임의의 샘플이 3

차원 상에서 특정한 구간에 집중 되어있을 수 있고, 이것은 곧 SAC 기

반의 모델 파라메터 추정에서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방식은 임의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아

니라 [10] 에서처럼 샘플 집합의 점들 사이의 거리가 특정 값 이상이어

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구하게 된다면

잘 분포된 샘플을 채취할 수 있고 이는 곧 성능 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SAC에서 사용된 모델 파라메터는 6자유도 변환 행렬, 즉 3차원의 회

전 변환과 3차원의 병진 이동을 포함한 3차원 변환 행렬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을 구했다면, 특이값 분해

를 통해 3차원 변환 모델 파라메터를 추정하고 인라이어를 설정 한 다음

이 인라이어 값들을 이용해 다시 모델 파라메터를 추정하는 과정을 되풀

이 한다. 그림 11은 이러한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1. SAC based method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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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켈레톤 제약사항을 이용한 기법

본 논문에서는 스켈레톤 모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을 최대한 활

용하기 위하여 스켈레탈 라인 제약 사항을 활용한 Skeletal Consistency

(SC) 라는 아웃라이어 리젝션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앞서 설명한 기

존의 아웃라이어 리젝션 알고리즘을 모두 구현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SC와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구축한 멀티 센서 시스템에서

는 사람의 손과 팔에 대한 스켈레톤 모델을 각 센서의 미들웨어 라이브

러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서로 대응 관계가 설정된

두 점들이 각 점군 데이터에서 스켈레탈 라인, 즉 손과 팔꿈치를 연결하

는 가상의 선분 상에서 어디에 존재하는 지를 수치화 할 수 있다.

이 값은 2장의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구한 라인 파라메터 이고 이

것은 이미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별도의 저장 공간에 저장해 놓은 값이

므로 특정한 연산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인 SC

자체도 기하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웃라이어 리젝션 과정을 수행하고,

이와 같이 미리 저장된 라인 파라메터 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

른 기법에 비해 훨씬 빠른 연산 속도를 달성 할 수 있었다.

그림 12. 스켈레탈 라인에 사상된 라인 파라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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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저장한 값인 라인 파라메터 를

이용하여 해당 점이 스켈레탈 라인에 사상된 위치를 알 수 있다. 이 수

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되어 있고,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는 스켈레탈 라인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므로 이미 세그멘테이션 과정

에서 제거된 점일 것이다.

그림 13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아웃라이어 리젝션 과정을 나타낸 것

이고, 빨간색 화살표는 SC를 만족하지 못하여 거부된 대응 관계를 의미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켈레탈 라인에 사상된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대응 관계일수록 거부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

그림 13. SC를 이용한 아웃라이어 리젝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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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장에서처럼 비교하려는 점군 데이터 집합을 각각 model과 scene

이라고 했을 때, scene의 중요점을 라하고 model에서의 중요점을 

라 한다면 두 데이터 집합 사이에 설정된 대응 관계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두 점에 대응하는 라인 파라메터를 각각 와 
라 하

면 이 두 값의 차가 미리 정의된 문턱치 보다 크다면 이 대응 관계는

거짓 대응이므로 거부당하게 된다. 올바른 대응 관계 집합을  라 하

고 skeletal line consistency를 
라 한다면 이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11)

제안된 아웃라이어 리젝션 과정을 구현하고 난 뒤의 실험 결과는 그

림 14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에서의 거짓 대응 관계가 (b)에

서는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그림 14. SC를 거치고 난 전과 후의 대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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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CP Refinement

3차원 정합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초기 정렬 과정인 Initial

Alignment (IA)의 결과를 더욱 정확하게 해주는 ICP Refinement 과정이

다. 이 단계에서는 Iterative Closest Point (ICP) 알고리즘 [7] 을 사용하

는데,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 단계에서 3차원 특징점 기반의 초기

정렬을 수행하고 나면, ICP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가 초기 정렬

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로컬 미니멈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다.

식 (12)는 ICP 알고리즘에서 반복적으로 모델 파라메터인 3차원 변환

행렬을 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오차를 최소화 하는 모델 파람메

터를 추정하고 이 오차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로 실험 결과

분석에서 다시 사용된다.

 





 

∥∥
(12)

만약 IA의 결과가 수렴하지 않거나 좋지 않다면 ICP Refinement 과

정의 연산 시간이 더 느려지게 된다. 7장의 실험결과에 나온 것처럼 아

웃라이어 리젝션 방법 중 GC를 사용했을 때 IA의 결과가 좋지 않으므

로 3차원 정합 파이프라인 과정에서 ICP Refinement의 연산 시간이 다

른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5장의 과정에서 구할 수 있는 fitness score는 ICP 알고리즘을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대응 관계가 설정된 점들 사이의 거리 차이를 수

치화 한 것이다. 7장에서는 이 수치를 이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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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멀티 센서 시스템

6.1 멀티 센서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구축한 멀티 뎁스 센서 시스템은 팔 동작을

인식할 Kinect 센서와 손의 세부 동작을 인식할 Senz3D 센서로 이루어

져 있다. 각각의 센서는 용도가 다르지만 멀티 센서 시스템을 구축함으

로써 팔과 그것에 연결된 손의 세부 동작까지 인식 가능한 본 연구의 목

표를 달성 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핵심 기술이 앞에서 설명한 3차원

정합 기술이다. 이렇게 용도가 다른 센서를 연구 목적에 맞게 배치하고,

서로 다른 시점에서 얻은 뎁스 데이터를 3차원 정합 과정을 거치면서 어

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가락까지 이르는 하나의 완성된 스켈레톤 모델을

얻을 수 있다.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Kinect 센서는 인식 범위가 넓은 대신에

손가락의 세부 동작을 인식할 정도의 해상도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반면

에 Senz3D 센서는 인식 범위가 좁은 대신에 손가락의 세부 동작을 인식

가능 할 정도의 해상도를 제공한다. 표 1에서는 Kinect 센서의 해상도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인식 범위가 Senz3D에 비해 매우 넓기 때문에 실제

로 얻은 뎁스 데이터는 Senz3D 센서에 비해 조밀하지 못하다.

Kinect Senz3D

시야각

(degrees)
43~57 74

인식범위

(m)
0.8~4.0 0.15~1.0

해상도

(pixels)
640*480 320*240

표 1. 뎁스 카메라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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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멀티 센서 시스템 모식도

그림 15는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각 뎁스 센서의 인식 범위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Senz3D 센서의 인식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림에서처럼 팔꿈치와 손까지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Kinect 센서는 사람

의 상체에서 팔 부분 전체 데이터를 취득한다. 실제로 두 센서의 인식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의 배치가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데 매

우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먼저 CPU

는 3.4 GHz Intel i5 (i5-3570)의 쿼드코어 프로세서이며 메모리 용량은

8GB, GPU는 NVIDIA GeForce GTX 650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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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프로그램 구조

그림 16. 프로그램 구조도

그림 16은 멀티 센서 시스템의 전체 프로그램 구조를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멀티 센서 시스템과 아웃라이어 리젝션 알고리즘을 검증

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은 구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멀티 센서 시스템은 총 3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프

로세스는 Kinect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이를 이용해 사람 몸 전체를

트랙킹하는 스켈레톤 모델을 계산하는 미들웨어를 탑재하고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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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프로세스는 Senz3D 센서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며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손의 스켈레톤

모델을 제공해주는 미들웨어를 탑재하고 있다 [20].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 핵심 부분인 3차원 정합 과정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는 앞의 두 프로세

스로부터 점군 데이터를 받아서 3차원 특징점 추출 및 대응 관계 매칭,

아웃라이어 리젝션 등의 연산을 한다. 이 프로세서는 Point Cloud

Library (PCL)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3차원 점군 데이터 처리를 진행

한다 [23].

3개의 프로세스는 모두 병렬로 동시에 수행되는 멀티 프로세스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공유 메모리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간

의 통신을 구축하였고, 멀티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유 메모리

관리와 같은 작업들은 Boost C++ Libraries를 활용하여 완성하였다 [24].

이와 같이 멀티 프로세스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연

산 시간을 단축시켜 작업 속도를 향상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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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3차원 정합 실험

6장에서 구축한 멀티 센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사람의 상체를 촬

영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그림 17은 3차원 정합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a)는 각 센서로부터 얻은 정합 전의 세그멘테이션 된 점

군 데이터이고, (b)는 3차원 정합을 실행한 뒤의 정합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는 앞에서 정합한 결과인 3차원 변환 행렬을 이용해 두 센서에

서 제공되는 스켈레톤 데이터를 합친 것이다.

(a) (b)

(c)

그림 17. 3차원 정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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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Accuracy

먼저 제안된 멀티 센서 시스템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모

션 캡쳐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모션 캡쳐

시스템은 Vicon Motion Capture System이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치한 모션 캡쳐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다. 정밀한 성능을 가지는 실

제 모션 캡쳐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이 얼마나 신뢰할만

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지를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18은 실험에 사용된 마커 구조를 의미한다. 마커는 정확한 비교

실험을 위해 뎁스 센서로부터 제공되는 스켈레톤 모델에 맞게 구성하였

다.

그림 18. 마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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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작을 제안된 멀티 센서 시스템과 모션 캡쳐 스튜디오에서 동

시에 촬영하였을 때, 각각의 마커가 가지는 평균 위치 오차는 표 2와 같

았다. 아웃라이어 리젝션 방법 4가지를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

였다. 결과적으로 각 방식간의 정확도 차이는 미세하였으며, Kinect 센서

의 평균 위치 오차가 약 0.02m 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 실험의 결과

는 만족 할만하다.

방식 평균 위치 오차 (m)

SC 0.0221

GC 0.0201

Hough 0.0195

SAC 0.0203

표 2. 각 방식별 평균 위치 오차

그림 19에서처럼 마커 번호에 따른 평균 오차를 구했을 때도 아웃라

이어 리젝션 방법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주목 할 점은 0번, 1번, 2

번 마커의 평균 오차가 다른 마커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Kinect의 평균 오차가 Senz3D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림 19. 각 방식에 따른 마커 별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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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Computation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정합 과정을 총 3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점군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계산하고 대응 관계를 설정한다. 두

번째는 거짓 대응을 제거하는 아웃라이어 리젝션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IA를 통해 얻은 모델 파라메터인 3차원 변환 행렬을 더욱 정확하게 해

주는 ICP Refinement 단계이다.

그림 20에서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웃라이어 리젝션 알고리즘인

SC가 기존의 방식 중에서 가장 빠른 GC의 연산속도 보다 약 16배 정도

더 빠르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었다.

각 방식에서 첫 번째 단계인 특징점 계산과 대응 관계 설정 부분은

거의 비슷했으며, 아웃라이어 리젝션 이후의 단계인 ICP Refinement의

연산 시간은 GC일 때가 유난히 컸는데, 그 이유는 GC의 아웃라이어 리

젝션 정확도가 낮아서 초기 정렬인 IA에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반복횟수를 거쳐야 ICP 알고리즘이 수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20. 각 방식에 따른 단계별 연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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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Robustness

3차원 정합의 결과가 얼마나 안정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Robustness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정 손동작에 대한 분류를 6가지

로 나누었다. 또한 손동작에 대해 x축, y축, z축으로 각각 0도, 90도, 180

도의 3가지 값의 회전 변환을 인위적으로 가해서 총 27개의 3차원 변환

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 데이터 집합은 총 162개로 (6 손

동작 × 27 회전변환) 구성되어 진다.

이렇게 만든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 첫 번째로 3차원 정합 과정의 결

과가 원본 데이터와 얼마나 비슷한가를 측정하는 fitness score를 계산하

였다. 이는 ICP Refinement를 수행하고 난 뒤 대응 관계가 설정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수치화 한 것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더 정확한 정합

이 이루어진 것이다.

표 3에서처럼 SAC 방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GC 방식이 가장

높은 오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 수치가 약 100 이하일 때 정합이 올바르

게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방식 Fitness Score (μm)

SC 88.3106

GC 189.218

Hough 24.9870

SAC 30.8802

표 3. 각 방식별 Fitness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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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각 방식에 따른 Robustness 실험 결과



- 35 -

두 번째로는 3차원 정합 과정의 결과가 원본 데이터에 얼마나 안정적

으로 수렴하는지를 수치화한 Failure Rate를 측정하였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일일이 눈으로 판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4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이번에도 GC의 Failure Rate가 가장 높았다. 162개의 실험

데이터 집합 중에서 3차원 정합을 실행했을 때, 30개의 실험 데이터가

정합 실패를 하였다. SAC의 경우에는 4번만 실패를 기록하여서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였다.

방식 Failure Rate (%)

SC 7.40 (12/162)

GC 18.51 (30/162)

Hough 3.08 (5/162)

SAC 2.47 (4/162)

표 4. 각 방식별 Failure Rate

그림 22. 각 방식에 따른 Failure Rate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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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중에 나온 뎁스 센서들을 이용하여 멀티 센서 시스

템을 구축하여 간단한 모션 캡쳐 시스템을 구현하는 작업을 제안하였다.

각 센서에서 제공되는 스켈레톤 모델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빠

른 3차원 정합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징점 추출 및 대응 관계 매칭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활

용하였으며, 스켈레톤 모델을 활용한 점군 데이터의 세그멘테이션을 구

현하였고 이를 이용해 효율적이고 빠른 아웃라이어 리젝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

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 위주의 실험을 진행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우수

성을 입증하였다.

표 5. 아웃라이어 리젝션 알고리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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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원 정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SAC이나 Hough와 비교하였을 때 본 논문에서 제

안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의 안정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연산 속도 면

에서는 압도적으로 빠른 수행 시간을 기록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얼마

나 효용성을 가지는지를 입증하였다. 이는 정합하려는 모델에 대한 정보

를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센서를 n개로 확장하였을 때도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멀

티 센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센서의 인식 범위 제한으로 인한 안정성 저

하 문제를 극복하고, 모델 정보를 활용한 특징점 추출 방법을 고안하여

연산 속도를 더욱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센서가 움직이

는 유동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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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Registration

of Multi-view Depth Data

for Hand-Arm Pose Estimation

Yeongmin Ha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st and efficient solution to

articulated Hand-Arm pose estimation using the 3D registration. Due

to low quality of depth data and narrow range of recognition, the

estimation of the full pose of a human hand with arm is much more

challenging than pose recovery of a hand observed in isolation. Using

multiple depth sensors that have different recognition area and

resolution, we build a small and simple motion capture system with

marker-less input data to resolve the above issues. Kinect sensor

with wide recognition area and low resolution provides a skeleton

model of arm. In contrast, creative Senz3D sensor with narrow

recognition area and high resolution provides a skeleton model of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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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keletal data are effectively used for segmentation and

outlier rejection in the 3D registration process. In the registration

process, we present a new and fast Outlier Rejection method that

makes the best use of skeletal consistency.

keywords : 3D registration, depth camera, Outlier 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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