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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3차원 뎁스 센서의 등장은, 3차원 캐릭터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 

되도록 하 다. 하지만, 센서에 따라, 공간상의 뎁스를 얻는 방식이 다르며, 이 결과 캡처를 가능하는 

센싱 역 한 뎁스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왔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방식의 멀티의 센서를 

결합하여, 동시에 실시간으로 사용함으로서, 하나의 센서만을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없는 조인트에 

한 정보를 얻음으로서, 자세한 캐릭터에 한 스 톤을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서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움직임

은 키- 임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하지만, 이 방

식은 미리 정해진 움직임만을 이용할 수 있는 단 이 있

다. 뎁스 센서는 공간상의 3차원 치에 한 거리정보를 

제공하고[1], 이 거리에 한 정보를 다양한 기계학습 알

고리즘에 용하여 분석하면, 사용자의 3차원 조인트에 

한 치  방향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 다 [2]. 이 정보

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움직임을 그 로 따라하도록 3차원 

캐릭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생성 할 수 있었다. 본 논

문은 각 뎁스 센서의 장 을 결합한 센서 퓨  방식을 이

용하여 하나의 센서만을 이용했을 경우 얻을 수 없었던 

복잡한 움직임을 캡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스 톤 구조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캡처하여 이를 3차원 

캐릭터에 용하기 한 계층 인 조인트 구조를 이용한

다. 이를 하여 가장 표 인 모션캡처 포맷인 BVH를 

이용한다. 그림 1은 BVH포맷의 계층구조를 나타낸다. 이 

포맷에서 JOINT는 조인트의 이름을 나타내며 OFFSET의 

부모 좌표계에서 원 에서 해당 조인트까지의 길이를 나

타내는 벡터이며, CHANNELS는 애니메이션을 해 필요

한 정보의 수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나타낸다. 

  (그림1) BVH 계층구조

3. 센서 퓨

재 사용되고 있는 뎁스센서는 Intel의 Real sensor, 

Asus의 Xion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센서에 사용되는 

캡처 방식에 따라 각각 장단 을 갖고 있다. 표1은 이와 

같은 다양한 뎁스센서를 비교 한 것이다.

방식 Time of Flight 스테 오 구조

Latency low medium medium

Range Short Mid
short to 

mid

Low light Good Weak Good

Accuracy mm to cm mm to cm mm to cm

Speed Fast Medium Medium

Product Kinect v2 Zed Kinect v1/ 

<표1> 뎁스 센서의 종류 [3]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여 각 센서

로부터 얻은 정보를 결합하여 BVH 스 톤은 실시간으

로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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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센서는 Asus사의 Xtion pro 센서와 Intel의 

Realsensor이다. Xtion pro의 센서의 경우,  거리에서 

신에 한 캡처에 합 하다. 하지만, 사용자의 손가락

에 한 정보를 캡처 하지 못한다. 두 센서는 그림2에서와 

같이 근거리와 거리에 설치하여 동시에 캡처 되도록 하

다. 이 때 구조  방식의 뎁스 센서의 경우 근거리에 있

는 센서가 거리의 센서를 가리는 상이 일어나므로, 센

서의 치를 조정하여 공간의 아래 부분과 윗 부분에 센

서를 치시켜 서로간의 간섭 상을 최소화 한다.

(그림2) 뎁스 센서 퓨  세

    

4. BVH포맷 설계

  본 연구에서는 뎁스센서가 제공해 주는  25개의 조인트

와 손가락 20개의 조인트를 결합하여 총 45개의 조인트를 

갖는 BVH를 설계하 다.

  (그림3) BVH 설계

5. 실시간 캐릭터 애니메이션

  모션캡처 데이터는 개의 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는  임에서의 루트 조인트의 3차원 치, 


는 

루트의 오리엔테이션, 

 는 번째 로컬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한다.  뎁스센서로 부터 받은 조인트 의 로벌 오리

엔테이션 데이터를  라고 가정하고 BVH상의 조인트 의 

부모 조인트 j의 로벌 오리엔테이션을 

라고 하자. 




는 루트로 부터 조인트 j까지의  모든 조상 조인트의 로

컬 오리엔테이션를 곱하여 구한다.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조인트 i의 로컬 오리엔테이션은  와 조인트 i의 부모조

인트인 조인트 j의 로벌 오리엔테이션의 차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2)

5. 실험결과

본 연구를 해 그림2와 같은 근거리, 거리 센서를 치 

시킨 후에 동시에 캡처하 다. 더링은 OpenGL를 이용

하 으며, 빠른 더링을 하여 GPU Shader를 사용하

다. 개발환경은 Window7에 Visual Studio 2015를 이용하

다. 그림4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센서 퓨 을 이용하면 

팔과 함께 손가락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할 수 있다. 하

지만 하나의 센서( 거리 센서)만을 이용할 경우, 손가락 

애니메이션은 얻을 수 없다.

 (그림4) 센서 퓨 을 이용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비교

그림 5는 센서 퓨 을 이용하여 동시에 신 캡처와 동시

에 손가락 캡처를 수행한 스크린 샷 이다.

(그림5) 신+손가락 동시 애니메이션

6. 결론

본 연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뎁스센스를 동시에 이용하

여 세 한 3차원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근거리 센서와 거

리 센서의 물리  치를 서로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치시키는 것이다. 이를 해 추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 의 치를 악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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