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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ct Sensor를 이용한 실시간 3D 인체 전신 융합 

모션 캡처

김성호
상지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Realtime 3D Human Full-Body Convergence Motion Capture

using a Kinect Sensor

Sung-Ho Kim

School of Comput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Sangji Univ.

요  약  최근 카메라, 캠코더 및 CCTV 등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영상 처리 기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키
넥트 센서와 같은 깊이(Depth) 카메라를 사용한 3D 영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 키넥트 센
서는 RGB, 골격(Skeleton) 및 깊이(Depth) 영상을 통해 인체의 3D 골격 구조를 실시간 프레임 단위로 획득할 수 있
는 고성능 카메라이다.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인체의 3D 골격 구조를 모션 캡처하고 범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 모션 파일 포맷(*.trc 및 *.bvh)으로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광학식 
모션 캡처 파일 포맷(*.trc)을 자기식 모션 캡처 파일 포맷(*.bvh)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마지막
으로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캡처한 모션 데이터가 제대로 캡처되어졌는지 모션 캡처 데이터 뷰어를 
통하여 확인한다.

주제어 : 키넥트 센서, 모션 캡처, 모션 파일 포맷, 3D 골격, 모션 포맷 변환기

Abstract  Recently,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image processing technology while activated the use of 
equipments such as camera, camcorder and CCTV. In particular,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3D image 
technology using the depth camera such as Kinect sensor has been more activated. Kinect sensor is a 
high-performance camera that can acquire a 3D human skeleton structure via a RGB, skeleton and depth image 
in real-time frame-by-frame. In this paper, we develop a system. This system captures the motion of a 3D 
human skeleton structure using the Kinect sensor. And this system can be stored by selecting the motion file 
format as trc and bvh that is used for general purposes. The system also has a function that converts TRC 
motion captured format file into BVH format. Finally, this paper confirms visually through the motion capture 
data viewer that motion data captured using the Kinect sensor is captured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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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션 캡처 시스템은 학식, 자기식  기계식 등 다양

한 종류의 장비들로 구성[16]되어져 있으며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화 등 캐릭터의 동작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 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첨단 3D 동

작 데이터 획득 방법이다. 그러나 기존의 모션 캡처 시스

템들은 부분 고가여서 소기업들이 직  구매하여 사

용하기에는 경제 인 부담이 매우 컸다. 물론 정부  공

공기  등에서 고가의 모션 캡처 장비를 구매하고 가

로 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

으며 많은 소기업체들이 사용하고는 있다. 그러나 시

간 , 경제  문제들이 많아 여러 가지 불편을 래하는 

경우도 여 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가의 모션 

캡처 장비를 개발하기 한 연구들이 수 년 동안 진행되

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나름 로의 가 장비들

이 많이 출시되어졌으며 일부에서는 아직도 사용 인 

곳도 있다. 그러나 가 장비들은 부분 응용  복합

인 동작들을 한 모션 캡처에서는 제 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라서 가장 기본 인 동작으

로 제한되어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마이크로소 트사의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

여 매우 쉽게 3D 모션 캡처를 수행하고, 범용 3D 모션 데

이터를 획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키넥트 센서는 

RGB  깊이(Depth) 이미지 인식 센서를 갖춘 카메라이

며,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모션 캡처를 할 수 있는 

NUI(Natural User Interface) 장비들 의 하나[17]이다. 

키넥트 센서는 기존의 모션 캡처 장비에 비하면 매우 

가이면서 그 기능이 매우 강력하여 교육, 의료, 게임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매우 활발하게 

응용 로그램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인체의 

신 모션 캡처를 시행하고, 3D 모션 캡처 데이터를 생성하

여 기존의 모션 캡처 장비에서 캡처한 모션 데이터와 동

일한 포맷을 가지는 3D 모션 캡처 데이터를 생성하기 

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키넥트 센서로 캡

처한 모션 캡처 데이터를 모션 데이터 뷰어를 통하여 제

로 캡처가 되었는지 가시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의 주제와 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

면 키넥트 센서를 사용한 인체의 동작 인식[15], 동작 추

 등에 한 주제가 부분이다. 특히 모션 캡처와 련

해서는 부분 기존의 3D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툴과 

키넥트 센서를 연동하게 함으로서 단일 응용 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의 3D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툴에서만 실

행시킬 수 있는 콘텐츠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서 문

제는 기존의 3D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기 한 

근성이 매우 약한 문제 이 있다. 한 기존의 3D 그래

픽스  애니메이션 툴(Tool)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키넥트 센서를 연동하기 한 러그인 로그램이 유료

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러그인 

로그램 구매를 꺼리게 된다. 물론 본 연구의 목 과 매

우 한 계가 있는 연구결과물로서 키넥트 센서를 

사용한 모션 캡처를 주제로 하는 연구 논문들

[3,4,5,6,7,8,9,10]도 최근에 출 되었다. 한 연구 결과는 마

커(Marker)를 사용하는 기존의 모션 캡처 방식과 달리 

한 개에서 네 개까지의 키넥트 센서를 사용한 모션 캡처 

기법을 소개[1]하고 있다.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하나

의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캡처한 모션 데이터의 동작

에 있어서의 정확도가 낮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모션 데이터의 정확도롤 높이기 한 연구[2]가 진행되

어졌다.

3. 모션 캡처 시스템 및 파일 포맷

3.1 모션 캡처 시스템

모션 캡처 시스템은 학식, 자기식  기계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되어 지 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다. 학식은 사람이나 사물에 마커

(Marker)를 부착하고 외선 카메라를 비추어 반사되는 

마커의 치를 추 함으로서 3차원 공간의 치를 캡처

하는 방식이다. 자기식은 기 으로 자기장을 형성해주

는 장치와 11개 내외의 센서로 구성되며, 센서의 회 과 

이동 값을 실시간으로 캡처할 수 있다. 기계식은 인체에 

부착된 회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형태로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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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개축(X축, Y축  Z축)에 응하도록 센서가 부착

되며 회  값은 자이로(Gyro)를 사용하여 처리  인식

된다. 그러므로 모션 캡처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캡처된 

모션 데이터의 일 포맷은 모두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

다.

3.2 모션 캡처 파일 포맷

모션 캡처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모션 데이터 일 포

맷은 모두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모션 캡처되는 원리  

기술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지 까지 주로 많이 사용

되는 모션 데이터 일 포맷의 종류[11]로는 TRC, BVH, 

C3D 등이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범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 TRC  BVH 일 포맷에 한하여 제안하고 

사용하기로 한다. TRC 일 포맷은 Motion Analysis사

에서 제작한 모션 캡처 일 포맷이다. TRC 일 포맷은 

[12]  <Table 1>과 같이 얼굴의 각 근육  신의 각 

 부분에 부착한 마커에 한 3D 공간 좌표를 획득하

고 장한다. 그래서 TRC 일 포맷은 다른 일 포맷과 

달리 골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PathFileType 4 (X/Y/Z) MotionAnalysis

DataRate CameraRate NumFrames NumMarkers U n i t s 

OrigDataRate

OrigDataStartFrame OrigNumFrames

30  60  55  24  mm  60  0.0  600

Frame# Time Markers HeadTop LeftHead RightHead 

RightShoulder RightElbow RightWrist ......

X1 Y1 Z1 X2 ...

1 0 0.00000 0.00000 0.00000 18.1347

649.971 689.404 -14.6755 626.967

......

<Table 1> Structure of TRC file format

BVH(BioVision Hierarchy)는 BioVision사에 의해서 

개발된 계층형 모션 데이터 일 포맷으로서 애니메이션 

동작을 표 하기 해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범용 모션 데이터 일 포맷 의 하나이다. 

BVH 일 포맷의 인체 골격 구조[11]를 잘 나타내고 있

는 일 포맷의 구조는 <Table 2>와 같다.

HIERARCHY

ROOT Hips

{

  OFFSET 0.00 0.00 0.00

  CHANNELS 6 Xposition Yposition Zposition Zrotation 

Xrotation Yrotation

  JOINT Chest

  {

      OFFSET  0.00  5.21  0.00

      CHANNELS 3 Zrotation Xrotation Yrotation

      JOINT Neck

      {

OFFSET  0.00  18.65  0.00

CHANNELS 3 Zrotation Xrotation Yrotation

JOINT Head

{

OFFSET  0.00  5.45  0.00

CHANNELS 3 Zrotation Xrotation Yrotation

End Site 

{

     OFFSET  0.00  3.87  0.00

}

}

     }

......

}

MOTION

Frames:    2

Frame Time: 0.33333

 8.03 35.01 88.36 -3.41 14.78 -164.35 13.09 40.30 -24.60 ......

<Table 2> Structure of BVH file format

3.3 모션 데이터의 대응하는 골격 및 관절 위치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TRC  BVH 

일 포맷 등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캡처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것은 기존의 서로 다른 종

류의 고가 모션 캡처 장비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모션 캡

처 일 포맷의 모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보다 경제 , 

시간 으로 훨씬 렴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션 캡처 데이터 일 포맷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키넥트 센서에서 인식

하는 인체의 각 부 별 의 치는 [11]을 참조한다. 

<Table 3>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기 한 TRC 일 포

맷의 마커, BVH 일 포맷의 센서  키넥트 센서의 

 치에 한 명칭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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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 BVH Kinect

1 Root Hips HipCenter

2 MidBack Chest Spine

3 Sternum ShoulderCenter

4 NeckRear Neck

5 HeadTop Head Head

6 LeftHead

7 RightHead

8 LeftShoulder LeftCollar LeftShoulder

9 LeftElbow LeftUpArm LeftElbow

10 LeftWrist LeftLowArm LeftWrist

11 LeftHand LeftHand LeftHand

12 RightShoulder RightCollar RightShoulder

13 RightElbow RightUpArm RightElbow

14 RightWrist RightLowArm RightWrist

15 RightHand RightHand RightHand

16 LeftHip LeftUpLeg LeftHip

17 LeftKnee LeftLowLeg LeftKnee

18 LeftAnkle LeftAnkle

19 LeftFoot LeftFoot LeftFoot

20 RightHip RightUpLeg RightHip

21 RightKnee RightLowLeg RightKnee

22 RightAnkle RightAnkle

23 RightFoot RightFoot RightFoot

<Table 3> Skeleton and Joint position corresponding
of the motion data

4. 시스템 설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도이

다. 즉, 키넥트 센서를 사용한 모션 캡처를  해서 키넥

트 센서의 원리[13]를 이해하고, 키넥트 센서로부터 

RGB, 골격(Skeletal)  깊이(Depth) 이미지를 획득한다.

[Fig. 1] Flowchart of system

그리고 골격(Skeletal)  깊이(Depth) 이미지로부터 

BVH  TRC 일 포맷의 모션 데이터를 사용자의 선택

에 의하여 획득하도록 설계하 다. 한 캡처된 TRC 

일 포맷을 BVH 일 포맷으로 변환(Converter)이 가능

하게 함으로서 모션 데이터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본 시스템은 3D 뷰어에서 TRC  BVH 일 포맷을 각

각 읽어 재생시켜 으로서 모션 캡처 데이터가 제 로 

캡처되어졌는지를 가시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므로 본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RGB, 골격

(Skeletal), 깊이(Depth), 원근 뷰(Perspective View)와 실

시간 모션 데이터 뷰어, 3D 뷰어  속성(Properties) 등

으로 구성되어진다. 여기서 원근 뷰는 키넥트 센서로 캡

처되어지는 모션 데이터를 3D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보

여주며, 실시간 모션 데이터 뷰어는 캡처되어지는 모션 

데이터를 출력시켜 다. 속성에는 모션 캡처 일 포맷

(*.trc, *.bvh) 선택, 재생, 장 등 여러 가지 기능들로 구

성되어진다.

본 시스템은 키넥트 센서, 4GB RAM, i3-3220 

3.30GHz CPU 등과 같은 H/W  Windows 7(x86), 

Kinect SDK v1.8, Kinect Runtime v1.8, Kinect 

Developer Toolkit v1.8, OpenNI v2.2, NiTE v2.2, 

OpenGL API, Visual Studio 2013 C++ 등과 같은 S/W 

환경에서 구 하 다.

5. 모션 캡처 및 결과 확인

[Fig. 2]는 본 논문에서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TRC 

 BVH 일 포맷으로 모션 캡처를 실행하기 해 개발

한 시스템의 실행과정이다. (a)는 학식 모션 캡처 일

(*.trc) 포맷으로 캡처하는 과정이고, (b)는 자기식 모션 

캡처 일(*.bvh) 포맷으로 캡처하는 과정이다. 본 시스

템에서는 실시간 모션 캡처를 수행한 후 모션 캡처 일

로 장하고, 시스템에 내장된 모션 데이터 뷰어를 통하

여 모션 캡처가 제 로 수행되었는지 재확인할 수 있도

록 하 다.  모션 데이터 뷰어는 OpenGL로 구 한 3D 환

경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이동, 회   확 /축소 등의 

기능들을 기본 으로 사용하여 다양하게 입체 으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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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 TRC file format

[b] For BVH file format

[Fig. 2] Motion Capture Scene using Kinect sensor

6. 결론 및 향후 연구

일반 으로 3D 모션 캡처 데이터는 3D 캐릭터 애니메

이션이 용되는 PC  스마트폰 게임, 애니메이션, 고 

 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범 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캡처

한 모션 데이터도 교육, 연구  각종 산업 분야에서 충

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모션 캡처 데이터의 

일 포맷이 3D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해서 범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TRC  BVH 일 포맷 등으로 

실시간 모션 캡처하고 그 결과를 모션 캡처 일로 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장된 TRC 일

을 BVH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모션 데이터 3D 

뷰어를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기존 고가의 

모션 캡처 장비들을 사용하여 모션 캡처를 하게 되면 서

로 다른 일 포맷을 해 경제 , 시간 으로 매우 불편

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물은 키넥트 센서와 같은 매우 가의 장비를 사

용하여 매우 쉽고 빠르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모션 

캡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용하다

고 단된다. 그러나 키넥트 센서 1개를 사용하여 캡처한 

모션 데이터는 제 로 된 3D 모션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3개 이상의 

키넥트 센서를 정면, 측면, 후면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방

향에 설치하고 하나의 데이터로 보정  후처리함으로서 

간단한 동작뿐만 아니라 복잡한 응용동작까지 제 로 된 

3D 모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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