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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확장현실의 대중화로 사람의 동작을 실시간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Microsoft에서 키넥트
카메라를 개발함에 따라 설비의 부담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3D 모션 정보 취득이 가능해져 FBX와 같은 3D 형식과 결합하여 실
시간 애니메이션 생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키넥트는 마커 기반 모션 캡쳐 시스템에 비해 관절 정보의 추정 성능이 뒤떨어져 낮은 정
확도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카메라 기반 FBX 형식의 모션 캡쳐 애니메이션 시스템에서의 자연스러운 인체 움직임을
구현하고자 관절 추정 오류를 보정하는 두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키넥트로 사람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깊이 지도를 생성
하여 인체 부위 길이 제약 정보를 이용해 잘못된 관절 위치 값을 보정, 새로운 회전 값을 추정한다. 두 번째로 기존 및 추정된 회전
값들에 미리 설정된 관절 가동 범위 제약을 적용, FBX로 구현해 비정상적인 동작을 제거한다. 실험으로부터 사람의 동작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알고리즘 간 오차를 비교하여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popularization of the Extended Reality, research is actively underway to implement human motion in real-time 3D 
animation. In particular, Microsoft developed Kinect cameras for 3D motion information can be obtained without the burden of 
facilities and with simple operation, real-time animation can be generated by combining with 3D formats such as FBX. Compared 
to the marker-based motion capture system, however, Kinect has low accuracy due to its lack of estimated performance of joint 
information. In this paper, two algorithms are proposed to correct joint estimation errors in order to realize natural human motion 
in motion capture animation system in Kinect camera-based FBX format. First, obtain the position information of a person with a 
Kinect and create a depth map to correct the wrong joint position value using the human body segment length constraint 
information, and estimate the new rotation value. Second, the pre-set joint motion range constraint is applied to the existing and 
estimated rotation value and implemented in FBX to eliminate abnormal behavior. From the experiment, we found improvements in 
human behavior and compared errors between algorithms t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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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디지털 영상 장비와 영상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과같은 3D 콘텐츠보급이
증가함과 동시에 현실 세계의 사람의 동작을 가상 세계의

애니메이션으로 정확하게 구현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모션캡쳐란 몸에 센서를 부착하거나
전파, 음향등을이용해인체의움직임을디지털형태로기
록하는기술로과거에사람의움직임을손수애니메이션으

로구현하던 것에 비해 매우 편리한이점을지녀아직까지

도영화, 게임산업에서이용되고있는기술이다[1]. 모션캡
쳐시스템은모션데이터의취득방식에따라크게광학식, 
자기식, 관성식, 기계식, 음향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최근

Microsoft에서 개발한 키넥트(Kinect) 카메라는 대표적인
마커리스 광학식 모션 캡쳐 시스템으로 RGB(Red·Green· 
Blue) 카메라와 IR(Infra Red) 센서만으로도 인체의 관절
정보를제공한다. 따라서비콘(Vicon)과같은다른마커기
반모션캡쳐시스템들과달리설비의부담과 전문적인프

로그램사용하지않고도 FBX(Filmbox)와 같은 3D 데이터
형식과 결합하여 실시간 3D 애니메이션 구현이 가능해졌
다. 하지만 키넥트는 다른 마커 기반 시스템에 비해 관절
정보추정성능이 현저히낮아추정오류로인한비정상적

인움직임을 유발할확률이매우높기때문에 이를 보정하

기 위한 연구로 다수의 키넥트 카메라, DSRL(Digital 

Single Lens Reflex) 카메라, 노이즈데이터또는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해 추정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추정된 정보에

칼만(Kalman) 필터 또는 RANSAC(Random Sample Con- 
sensus) 알고리즘을 적용해 오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다
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2,3,4,5]. 그러나 상기의 방법은 설
비의 부담으로 인해 기존 키넥트 시스템이 지닌 장점이

무의미해지며 또한인체부위길이(Body Segment Length; 
BSL)가 비정상적인 값을 보이거나 움직임이 정상적인 관
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를넘어서는추정오
류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 BSL이란 인체를
연속된두관절을양끝으로하는부위들로 나눈 것의 길이

를뜻하며 ROM이란그림 1과같이각관절이자신의모양
새와 근육, 건, 인대의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갖게 되는 고
유한정상동작범위를뜻하는 것으로이에기반한관절의

회전 운동이 인체의 움직임을 발생시킨다[6].

그림 1. 관절 가동 범위[7]

Fig. 1. Range of motion[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와 FBX를 이용한 실시간
모션 캡쳐 애니메이션 시스템에서의 관절 추정 오류를 보

정하고자 사전에 주어진 인체 부위 길이의 제약을 이용하

는 것과 미리 설정된 관절 가동 범위 제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제안한다. 첫 번째로 키넥트로 취득한 관
절 위치 정보로부터 인체 깊이 지도를 생성하고 사전적으

로 설정된 BSL 정보를 적용해 잘못된 관절 위치 정보를
보정, 이로부터 새로운 회전 정보를 추정한다. 두 번째로, 
선행한 알고리즘의 한계를보완하고자, 먼저 ROM을설정
하기위해키넥트앞에서 관절들에대해회전운동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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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관절회전정보를취득하고 FBX의관절구조에적용
되기 위한 변환들을 거친 뒤 회전 값들을 분석하여 직접

ROM을구한다. 최종적으로실험데이터에 ROM을적용하
여 관절의 비정상적인 회전 운동을 제거해 인체의 자연스

러운 움직임을 구현한다. 

Ⅱ. 관련 기술

1. 키넥트

키넥트카메라는Microsoft에서개발한음성및동작인식
이가능한센서카메라로 IR 센서및 RGB 카메라와마이크
로구성되어있다. 그림 2는 IR 센서및 RGB 카메라를이용
하여찍은사진으로 (좌)는컬러영상이며 (우)는깊이영상
이다. 현재까지키넥트는두가지버전을가지고있다. 첫번
째 V1은 2012년에 발매됐으며 IR 센서에서 투광한 적외선
패턴을읽고패턴의왜곡으로부터깊이정보를얻는방식을

이용한다. 두번째 V2는 2014년에발매됐으며 IR 센서에서
투광한 적외선이 반사되는 시간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얻는

TOF(Time of Flight) 방식을이용한다. IR 센서는실시간으
로 깊이 정보뿐만 아니라 RGB 카메라의 색상 영상에서의
인체움직임의관절추적정보를제공한다. 깊이정보는객체
를 3차원으로 표시하며 관절 정보는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골격 25개 부위에 대한 위치 및 회전 데이터를 제공한다[8].

그림 2. 키넥트 카메라의 (좌) 색상 및 (우) 깊이 영상[9]

Fig. 2. (left) Color and (right) depth image of Kinect camera[9]

2. FBX  

FBX 및 FBX SDK(Software Development Kit)는 Auto- 

desk에서만든 3D 데이터형식및이를다루는도구집합이
다. 먼저 FBX SDK는 3D 데이터를 크게 씬, 오브젝트, 노
드, 프로퍼티, 커넥션, 애트리뷰트, 레이어의개념들로추상
화시킨다. 씬에 배치한 오브젝트들은 모두 노드로 표현되
며 오브젝트들의설정값을읽고쓰기위한프로퍼티가존

재한다. 프로퍼티와오브젝트의관계를규정하기위해서는
커넥션이필요하다. 노드의구체적인자료들은애트리뷰트
에 들어가 있으며 기하적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레이어가

따로 존재한다[10]. 이들은 클래스화되는데 FbxObject 클래
스에서 FBX SDK의 절반 정도의 클래스들이 상속된다. 
FbxScene 클래스는 메쉬(mesh), 스켈레톤(skeleton), 카메
라, 라이트,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Fbx0 
Mesh, FbxSkeleton, FbxLight, FbxCamera와 같이 Fbx- 
NodeAttribute의하위 클래스로추상화한다. 여기서그림 3
의 (우)에 나타난 FbxMesh란 폴리곤(polygon)으로 만들어
진 기하 정보로 폴리곤을 이루는 최소한의 버텍스(vertex)
의 수는 3개이다. 그리고 (좌)에 나타난 FbxSkeleton은 인
체의 골격을 유추한 것으로 각각의 관절은 관절들의 부

모가 된다. 다음으로 FBX SDK에서 3D 데이터를 제어하
기 위해 우선 오브젝트가 위치할 FbxManager을 선언한
뒤에 FbxScene를 생성하여 오브젝트를 할당한다. 그 다음
FbxNode를 선언해 스켈레톤들을 생성, 관절들의 부모-자
식상속관계를지정하여전체골격형태를구조짓고메쉬

를 입혀 3D 모델을 완성시킨다. 이때각관절의속성과 위
치, 크기, 회전 정보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Animation 
Stack 및 Animation Layer를선언하고 Time 및 Key Index
를 지정해 모델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한다. 

그림 3. FBX의 (좌) 스켈레톤과 (우) 메쉬[11]

Fig. 3. (left) Skeleton and (right) mesh of FBX forma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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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체 부위 길이 제약

1. BSL 설정

키넥트 카메라와 FBX 형식을 이용하여 자체 개발된 실
시간 모션 캡쳐 기반 3D 애니메이션시스템에선사용자는
키넥트카메라앞에서촬영초기   일때그림 3과같이
T자자세를취한다. 키넥트가추적하는모든관절  중, 기
반 관절   부터 시작하여 말단 관절까지, 각 관절과이
것의자식관절간의길이 을 3D상각관절 의위치정보

로부터 구해 BSL로 설정한다. 

2. BSL 제약 적용

2.1 인체 깊이 지도 생성
인체의 깊이 지도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키넥트로 주어

진 3D상인체전영역의위치값  를식 (1), (2)
를 이용해 2D상의 좌표 로 변환한다. 여기서  , 
는 키넥트의 주점(principal point)을,  , 는 키넥트의초
점거리(focal length)를 나타낸다.

 

 
(1)

 


(2)

깊이지도란 3차원의장면을 0부터 255까지의값을지닌
화소들로이루어진 2차원 8비트흑백영상으로나타낸것으
로 0은가장먼곳으로설정된깊이값 에대응되는픽

셀이지니는화소값 이며 255는가장가까운곳으로설정
된깊이값 에대응되는픽셀이지니는화소값이다

[12]. 
식 (3)과 에대응하는 의 깊이 값 을이

용하여 의 화소 값 을 지정해 그림 5의 (a)와 같이
깊이 지도를 생성한다. 의 값은 255이며 의 값은

2500㎜이다.

  


(3)

생성된 인체 깊이 지도는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어 각

픽셀에서의 3차원 좌표를 역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주므로
전처리(preprocessing)를 필요로 한다. 전처리 필터의 매개
변수는 512*414의 이진화 이미지이며 닫힘(close) 연산과
중간 값(median blur) 필터를 이용해 그림 5의 (b)와 같이
화면의작은구멍들을메우고인체윤곽의잡음을제거한다.

2.2 관절 위치 정보 보정
그림 4에 나타난 키넥트가 제공하는 인체 25개의 관절
중 주요 부위 18개(회색 점)의 관절들을 시스템의 모델 구
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움직임이 많고 위치 추정 오류가

잦은 8개(빗금 점)의관절들을 BSL 알고리즘의 오류 보정
대상으로 한다.

그림 4. 키넥트 관절 활용정보
Fig. 4. Kinect joints usage

먼저보정대상관절 의위치 가인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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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절 의 2D상 위치 좌표
에서의 깊이지도 화소 값 에접근한다. 이때 값
이 0이라면인체윤곽을벗어난것이므로비정상적인관절
로간주한다. 그림 5의 (c)에서초록색 점은 발견된비정상
관절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그림 5의 (d)와 같이 화면에 관절 이 보정될

유력 후보 위치 들이 모인 관심영역 을 지정한다. 

대상관절 이부모와자식을각한개씩지닌경우는부모

와 자식 주변에 일정 반경의 영역을 형성하고 두 영역의

공통 영역을 관심영역으로 지정한다. 가장 말단에 위치한
경우는부모관절주변의 일정 반경을관심영역으로 지정

한다.
마지막으로관심영역 의위치좌표   중에서자신
에대응되는 3D 좌표 가 BSL 적용 식 (4), (5)를

(a) Generated depth map (b) Pre-processed depth map

(c) Abnormal joint discovery (d) Regions of interest designation

(e) Candidate position explore (f) Joint position correction

그림 5. BSL 알고리즘 구현 절차
Fig. 5. Process of implementing BS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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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점들을 찾아낸다. 그림 5의 (e)에서 파랑색 점은
BSL을 만족하는 점들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두 식의
좌변은 현재 시간 에서의 보정 후보 위치 와 보정 대상

관절 의 부모관절 위치 , 자식 관절위치 간의거리

를 나타내고 우변은 1절에서 키넥트 촬영 초기   에서

의 T자 자세를 통해 얻어진 BSL 정보 중, 보정 대상 관절
에 해당되는 정보로 즉, 와 , 간의 거리를 나타낸

다.
 


    (4)


    (5)

이중최적의위치를보정대상관절 의최종적인보정

위치 
′′′′로 설정, 그림 5의 (f)에 보라색 점으로

나타내었다. 

2.3 관절 회전 정보 추정
키넥트가제공하는인체관절 의회전값 

은 보정 전잘못된 위치 좌표 에 대한 정보이므로 보정

된 위치 좌표 
′에 대한 새로운 회전 값 

′′′′을
추정해야 한다. 단 식 (6)을 이용해 쿼터니언(Quaternion) 
좌표계  , 로 제공되는

모든 회전 정보 는 오일러(Euler) 좌표계  로

변환한다. 여기서 는 의실수부이며 는허수

부이다.
회전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다. 첫번째로식 (7)을이용해보정된관절 의위치 
′와

이것의연이은자식관절 , 의위치    ,    , 

총세점을카메라좌표계에서부모관절 을기준으로

한좌표계로변환한다. 여기서 ,  , 는부모관절   

에서의회전정보 의세성분에대응

된다.

두 번째로 식 (8)을 이용하여 벡터

′와  

사이의 각 을 구한 뒤, 원본 형태(흰색 점) 내의 직선

′의위치를그림 6과같이표준골격형태(회색점)에

정렬된 (빗금점) 직선′′ 로변환하고의위

치도
′′ 와각 을유지하도록하는

′ 
′ 로변환

한다.

  cos  



′        



′  ∙    

 (8)

그림 6. 표준 골격 형태로의 관절 위치 변환
Fig. 6. Transforming the position of the joint into a default skeleton 
shape

 tan

 
sintan




 (6)






_
_
_












coscos cossinsinsincos cossincossinsin

sincos sinsinsincoscos sinsin coscossin
sin cossin coscos






_
_
_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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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세점 
′ ,  , 와 

′ , ′ , ′  사

이의강건한회전변환값을얻기위해먼저식 (8)을응용, 

식 (9), (10)을 이용하여 표준 골격 형태
′  ′ 와 원본

형태
′    사이의 회전각   을 구한다.





′′ ×


′



′′ ×


′

(9)

 cos

sin


sin


sin


 (10)

식 (11)을 이용해 
′ 을   만큼 회전시킨 점 

′′ 을
구한다. 회전 값을 회전 행렬로 변환하는 식은 식 (12)과
같다. ,  , 는 의 세 성분에 대응된다.

  
′′    

′ (11)

 




cos sin 
sin cos 
  









cos  sin
  

sin  cos









  
 cossin
 sin cos




 (12)

다음으로식 (9)을응용해벡터


′와


″ 간의

법선 벡터  , 그리고 원본 형태에서의 벡터



′와
간의법선벡터

을구하고 을구한것과같

은방법으로두법선벡터사이의각 을구한

다.
최종적으로식 (13)을이용해관절의표준골격형태에서
의각 과  , 로부터최종회전값 

′을구한다. 회전

행렬을 회전 값으로 변환하는 식은 식 (14)과 같다. 는

행렬 
′의 번 째 원소를 나타낸다.


′ (13)


′ tan


tan 


tan


 (14)

Ⅳ. 관절 가동 범위 제약

1. ROM 설정

1.1 관절 회전 운동 수행
ROM 알고리즘은 그림 4의 모델 구현 관절들을 대상으
로 한다. ROM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수행자는 키넥트
카메라앞에서그림 7과같이구현대상관절마다 XY평면, 
XZ평면, YZ평면에 대해 최대한으로 가능한 회전 운동을
시행한다.

그림 7. 3D 평면상 관절의 회전 운동[13]

Fig. 7. Joint rotation on the 3D plane[13] 

이때키넥트카메라에서는센서를통해수행자의동작을

인식하고매프레임 마다해당관절 들을추적하여각각

의 3D상위치및회전정보  , 

을 제공한다. 여기서 각 관절의 위치 정보는 Z축이 영상
영역에 수직이고 X축은 Z축에 대해 수직이며 Y축은 ZX
축에 대해 수직인 카메라 좌표계상 관절의 지점을 ㎜단위

로 정의한 것이고 각 뼈의 회전 정보는 뼈가 카메라 좌표

계의 Y축과 평행하게 정렬될 때의 회전 값을 0으로 전제
하에 그림 8과 같이 회전의 Y축을 뼈의 방향, X축을 뼈의
수직 방향, Z축을 Y축과 Z축의 법선 방향으로 정의하여
자신이 가진 두 개의 관절 중 자식 뼈와이어진 자식 관절

에 쿼터니언 값으로 저장된다. 단, Ⅲ절에서 선행된 알고
리즘의 보정 대상이 됐던 관절은 상기 키넥트에서 제공하

는 회전 정보가 아닌 Ⅲ절의 2.3절에서 추정된 회전 정보
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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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키넥트에서 제공하는 뼈의 회전 정보
Fig. 8. Bone rotation from Kinect

1.2 관절 회전 정보 변환
저장된동작정보는 FBX SDK로넘겨진다. FBX SDK에
서는넘겨진정보를기반으로프레임마다레이어를선언한

뒤 관절들의 상속 관계를 구조지어 관측된 골격의 스켈레

톤을유추하고각관절마다크기, 위치및회전정보를지정
하고 메쉬를 대응시켜 모델의 움직임을 구현한다.
이때위치값   의 Y값은뼈의길이에이용

되며회전값   은관절간상속관계를고

려하여식 (15)을이용해카메라좌표계에기반한전역(glo-
bal) 값 _에서부모관절 를기준좌표계로하는지역

(local) 값 _으로변환되는데이는관절의회전운동구

현에 최종적으로 이용되는 값이다. 또한 회전 값 은 식

(6)을이용해 4차원의쿼터니언좌표계  에

서 3차원상 XYZ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오일러 좌표계
 로변환되고 XYZ 순서로회전운동을구현

한다. 

_  _
  _ (15)

ROM을 설정하기 위해 관절별 오일러 회전각을 시간축
상에 나타내어 노이즈를 제거하고 최대, 최솟값을 분석하
여 ROM을 결정한다. 관절 회전 값(˚)의 정상 범위는

  ∈    성질상값의부호가반전돼값

의분포영역이복수로이산되는것을고려하여최대 3개의
오름차순복수구간 Ⅰ, Ⅱ, Ⅲ이되도록설정해표 1에나타
내었다.

Range
Joint

Ⅰ Ⅱ Ⅲ
Min Max Min Max Min Max

Spine 
base

X -180 -125 135 180
Y -18 40
Z -180 -148 140 180

Spine 
mid

X 0
Y -6 10
Z 0

Neck
X -180 -145 145 180
Y -25 15
Z -180 -145 160 180

표 1. 여러 구간의 관절당 오일러 각도(°)의 최대-최소 값
Table 1.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Euler angles per joint in 
multiple sections

Should
er

X -180 180
Y -85 50
Z -180 180

Arm
X 0
Y 0
Z 0

Elbow
X -180 180
Y 0
Z 65 170

Hip
X 30 180
Y -80 0
Z -10 130

Knee
X -180 0 180
Y -75 30
Z -110 0

Ankle
X 40 80
Y -90
Z 0

2. ROM 제약 적용

키넥트 카메라로 촬영한 실험 데이터의 FBX에 적용되
는 관절 회전 값 





  중 한 성분이라도 표 1의

해당 ROM 구간을 벗어날 경우 이전 프레임의 회전 값






으로대체하는방식으로 ROM을적

용한다. 이전프레임이존재하지않은   의경우엔Ⅲ절

1절의 촬영 초기 T자 자세를 참조한다. 그림 9 (a)는 좌표
평면에 표시된 임의 관절에서의 시간축에 대한 회전 값이

며 (b)는 이것에 ROM이 적용된 결과를 표시한것이다. 특
정 시간 동안 회전 값이 비정상적으로작아지자 이전 시간

의회전값으로대체해값이정상범위내에유지되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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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 험

본 연구에서 인체 관절 좌표 취득은 Kinect SDK 2.0를
이용했으며 BSL 및 ROM 알고리즘개발은 C/C++를, 그리

고실시간 3D 애니메이션형성및표출은 FBX SDK 2019, 
Open Frame Work 0.9.8로자체개발된프로그램을이용하
였다. 
본 실험은키넥트카메라로 촬영한실험데이터에두보

(a) Graph of source 1D coordinate

(b) Graph of result 1D coordinate applied ROM

그림 9. ROM 알고리즘 구현
Fig. 9. Implementing ROM algorithm

(a) Source 3D motion on GUI (b) Result 3D motion applied BSL on GUI

그림 10. BSL 알고리즘 실험
Fig. 10. Experiment of BS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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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고리즘을적용한뒤 FBX로생성된 3D 애니메이션으
로부터자세및동작이개선되었는지를확인하고키넥트로

촬영된 색상 및 깊이 영상으로부터 직접 실제 위치 값을

구해 각 알고리즘의 오차를 구한 뒤 알고리즘간의 오차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5명이 실험에 참가하여 인체의 관절에 마커를 부
착한 뒤 전체 시스템을 실행시키고 키넥트 카메라 앞에서

임의의 동작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10 (a)는 GUI 
(Graphical User Interface)에표출된오류가난특정시간에
서의특정실험자의원본 FBX이며 (b)는이것에 BSL 알고
리즘이적용된결과를보여준다. 인체영역밖으로잘못추

정된 무릎 관절의 위치가 실제 위치에 가깝게 보정되었다. 
그림 11 (a)는 GUI에 표출된 오류가 난 특정 상황에서의
특정실험자의원본 FBX이며 (b)는이것에 ROM 알고리즘
이 적용된 결과를 보여준다. 비정상적인 회전 운동을 보이
는 어깨 관절을 보정해 더욱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었다.  

1. 오차

키넥트 위치 추적 오류가 발생한 5가지 경우에 대한 각
알고리즘 별 관절 위치의 실제 값(㎜), 실험 값, 오차(%), 
평균오차를표 2에나타내었다. 5가지경우, Ⅰ~Ⅴ는순서

(a) Source 3D motion on GUI (b) Result 3D motion applied ROM on GUI 

그림 11. ROM 알고리즘 실험
Fig. 11. Experiment of ROM algorithm

Case
Algorithm Ⅰ Ⅱ Ⅲ Ⅳ Ⅴ

Body 
Segment 
Legnth

True -0.38,1.64,2.18 -0.11,1.71,1.91 0.45,1.45,1.89 0.84,1.23,1.68 0.98,1.35,1.58

Measure -0.43,1.66,2.12 -0.08,1.66,2.12 0.44,1.43,1.81 0.85,1.26,1.65 0.96,1.38,1.52

Error 13.15 27.27 2.22 1.19 2.04

Average 9.17

Range of 
Motion

Measure -0.34,1.74,2.16 -0.08,1.82,1.88 0.35,1.25,1.91 0.59,1.03,1.79 0.85,1.04,1.67
Error 10.52 27.27 22.22 29.76 13.26

Average 20.6

BSL+
ROM

Measure -0.34,1.74,2.16 -0.08,1.82,1.88 0.44,1.43,1.81 0.85,1.26,1.65 0.96,1.38,1.52
Error 10.52 27.27 2.22 1.19 2.04

Average 8.64

표 2.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한 알고리즘 별 실제 값(m), 실험 값, 오차(%), 평균오차
Table 2. True value, measured value, error, and average error by each algorithm for each of the five cases



정주헌 외 3인: 키넥트 카메라 기반 FBX 형식 모션 캡쳐 애니메이션에서의 관절 오류 보정을 위한 인체 부위 길이와 관절 가동 범위 제한   415
(Ju-heon Jeong et al.: Body Segment Length and Joint Motion Range Restriction for Joint Errors Correction in FBX Type Motion Capture 

Animation based on Kinect Camera)

대로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발의 위치 추적이 오류가
발생했던, 서로다른시간대·실험자의상황이다. Ⅲ절의 2.1
절의방법을 이용하여키넥트로촬영된색상및깊이영상

속해당관절에부착된마커의 3D상실제위치값을구하였
고 오류가 난 위치 값에 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정된

실험값을구해실제값과의오차들을구한뒤, 오차의평균
을 내었다. 

2. 고찰

2.1 알고리즘의 한계
BSL 알고리즘은 인체 깊이 지도와 제약 조건을 이용해
오류가 발생한 관절의 위치를 실제 위치와 근사하게 보정

함에 따라 표 2에서 알고리즘의 오차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인체 부위간에 겹치는 경우, 
예로팔을모으거나무릎을꿇는경우에는인체깊이지도

에서관절좌표추적에 어려움을겪어보정에 실패할가능

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표 2의 경우 Ⅰ, Ⅱ에서 팔꿈치와
손목이 몸통과 겹침에 따라 오차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

다.
ROM 알고리즘은오류가난관절의회전값을이전프레
임에서의 회전 값으로 대체하므로 보정된 관절의 위치가

실제위치를반영하는보장이없기에표 2에서알고리즘의
오차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모든 경우
에통용되는정상회전값으로대체되기에표 2의경우 Ⅰ, 
Ⅱ와 같은 상황에서 이점을 보였다. 
따라서 BSL-ROM 순으로 두알고리즘을병행해 일반적
인상황에서는 BSL 알고리즘을적용하고특정상황에서는
ROM 알고리즘을적용함에따라두 알고리즘의한계를보
완할수있다. 표 2의경우Ⅲ~Ⅴ에서는선행된 BSL 알고리
즘의적용결과가 다음의 ROM 알고리즘에선정상으로판
단, 결과가유지되어처음과같은오차를보였으나경우Ⅰ, 
Ⅱ에서는비정상으로판단, ROM이적용되어 ROM 알고리
즘만을 적용했을 때와 오차와 같게 돼 모든 경우에 대해

낮은 오차를 보이게 되었다.
 
2.2 알고리즘간 비교
표 2에서 BSL 알고리즘이 ROM 알고리즘보다전반적으

로 매우 낮은 오차를 보임에 따라 BSL의 평균 오차가

ROM의평균오차보다낮다. 두알고리즘을병행하면경우
Ⅰ, Ⅱ에서 BSL의 높은 오차가 ROM의 오차로 대체됨에
따라 가장 낮은 평균 오차를 보인다.
표 3에서는 CPU i7-6700, RAM 8G에서 252개의프레임
에대한각알고리즘별모듈내처리시간(㎳)과프레임레
이트(fps)를나타내었다. ROM이가장빠른처리속도를보
인다. 

Algorithm Processing Time Frame Rate

BSL 214 1,177.57

ROM 133 1,894.73

BSL+ROM 220 1,145.45

표 3. CPU i7-6700, RAM 8G에서 252개의 프레임에 대한 알고리즘 별
모듈 내 처리 시간(㎳), 프레임 레이트(fps)
Table 3. Processing time and frame rate within module by each algo-
rithm for 252 frames in CPU i7-6700, RAM 8G

Ⅵ. 결 론

키넥트로 실제 사람의 동작을 가상의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키넥트
카메라는 관절 위치 및 회전 정보 추정 성능에 문제가 많

아 추가적인 보정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이를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깊이 지도와 사전에 설정된 BSL을
이용하여 잘못된 관절의 위치 값을 보정하고 새로운 회전

값을 추정한 뒤 이것과 키넥트에서 제공하는 회전 정보의

ROM을 구하고 FBX SDK에서 스켈레톤의 각 관절에 적
용되는 회전 정보에 이를 제약으로 적용하여 부정확한 자

세 및 동작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실험결과
순간적으로인체윤곽과 ROM을 벗어난관절값을감지하
고 전자의경우는관절의 위치 값을 조건을만족하는 위치

로 근사하고후자의 경우엔관절의회전값을이전프레임

의 회전 값으로 대체하여 동작이 더욱 자연스러워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접 실제 위치 값을 도출하여 보정
된 실험 값과 비교해 알고리즘들의 평균 오차를 구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입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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