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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키넥트(Kinect)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

SDK)를 공개한 이래로 키넥트는 현재까지도 연구 

및 산업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키넥트

는 고화질의 색상(color) 영상과 가격에 비해 정교한 

깊이(depth) 영상을 함께 획득할 수 있어서 키넥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사용자 주변의 3

차원 환경 복원(3D environment reconstruction)이 

가능하다. 3차원 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

변 공간을 활용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1,2]이나 증강가상(augmented virtuality, AV)

[3,4]의 핵심기술이며, 키넥트를 활용한다면 손쉽게 

구현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키넥트는 사용자 관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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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5]를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인간과 컴퓨터와의 

대화(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의 수단으로

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6-8]. MS는 2014년에 키

넥트의 두 번째 버젼(version)을 출시하였으며 최근

에 Azure 키넥트를 발표하였다.

키넥트는 한대만 활용해도 많은 응용이 가능하지

만 여러 대의 키넥트를 이용하면 3차원 환경 복원의 

밀도(density)를 높이거나 HCI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키넥트를 직렬로 혹은 마주보게 여러 

대 배치하면 키넥트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더 다양

한 형태의 응용이 가능해진다.

다수의 키넥트를 활용할 때는 키넥트들이 사전에 

서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커(marker)를 이용하는 것이 전통적이

다. 키넥트가 생성하는 3차원 영상에서 검출된 마커

를 매개체로 하여 여러 대의 키넥트를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마다 마커의 출력물을 배치해야한다는 불편함을 가

지고, 마커 검출의 결과가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본 논문에서는 마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다중 키넥트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마커가 필요하지 않아서 매우 편리하

고, 쉽고, 빠르고,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실제 구현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마커를 이용하는 

캘리브레이션의 훨씬 편리한 대안이라는 것을 보인

다. 본 연구는 다중 키넥트를 이용하여 3차원 환경 

복원을 필요로 하는 증강현실이나 증강가상 등의 응

용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다중 키넥

트 캘리브레이션의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한 다

음, 3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에

서는 제안한 방법의 전체적인 개요와 개략적인 캘리

브레이션, 정확도 개선 및 3차원 환경 복원 순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구현 방법과 결과에 대

해 서술하면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보이고 5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전통적인 방법

다중 키넥트 캘리브레이션의 전통적인 방법은 이

어지는 2.1장과 2.2장에서 설명할 두 절차를 순차적

으로 수행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각각의 키넥트가 3

차원 영상을 생성하게 만든 후, 모든 키넥트의 겹치

는 시야에 배치한 마커의 위치가 원점이 되도록 3차

원 영상의 모든 좌표를 변환한다.

2.1 키넥트의 3차원 영상 생성

다중 키넥트 캘리브레이션은 각각의 키넥트가 생

성하는 3차원 영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중 키넥트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각의 키넥트가 독립적으로 3차원 영상을 생성하고 

있어야한다.

키넥트는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의 두 채널(chan-

nel)로 구성되며, 3차원 영상은 이 두 채널의 캘리브

레이션을 통해 생성된다. 이는 두 번의 매핑(map-

p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깊이 영상에서 카메

라 공간으로의 매핑을 통해 깊이 영상의 매 픽셀마다 

카메라 공간으로 변환되었을 때의 3차원 좌표를 계

산한다. 그 후, 깊이 영상에서 색상 영상으로의 매핑

을 통해 깊이 영상의 매 픽셀마다 해당하는 색상 값

을 대입한다. 모든 3차원 좌표를 대입된 색상 값을 

이용해 3차원 공간으로 출력하여 3차원 영상을 생성

한다.

2.2 마커를 이용한 다중 키넥트 캘리브레이션

2.1장에서 생성된 3차원 영상은 키넥트의 위치를 

원점으로 하는 카메라 공간상의 3차원 영상이다. 따

라서 다중 키넥트를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3차원 영상 사이의 변환을 수행해야한다. 이

를 위해서는 모든 3차원 영상에서 동일하게 존재하

는 좌표들을 찾아야하며, 전통적으로는 마커를 이용

한다. 일반적으로 마커는 사각형이지만 오각형 이상

의 마커를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9].

키넥트의 시야가 겹치는 위치에 마커의 출력물을 

배치하고, 마커 검출 알고리즘[10]을 이용하여 색상 

영상에서의 마커를 검출한다. 먼저 모든 윤곽(con-

tour)을 찾아낸 후, 윤곽의 볼록함(convexity), 꼭지

점(vertex)의 개수와 꼭지점이 이루는 넓이를 기준

으로 걸러서 남은 윤곽들을 마커의 후보 영역으로 

결정한다. 그 후, 마커 내부의 양식(pattern)을 평가

해 최종 마커로 검출한다. 검출된 마커의 꼭지점 좌

표에 해당하는 3차원 영상에서의 좌표는 카메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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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의 마커의 위치를 의미한다. 3차원 영상에서

의 꼭지점 좌표들을 마커의 위치가 원점이 되도록 

대입하고, 직각 프로크루스테스(orthogonal Proc-

rustes) 알고리즘[11]을 이용해 변환 행렬(transfor-

mation matrix)을 계산한다. 계산된 행렬은 키넥트

의 외부 파라메터(extrinsic parameter)로서 키넥트

의 위치를 마커의 위치로 변환하는 3차원 회전(rota-

tion)과 3차원 평행이동(translation)을 포함한다. 3

차원 영상의 모든 좌표에 자신이 속한 키넥트의 외부 

파라메터를 곱하여 좌표를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다

수의 키넥트가 캘리브레이션이 되며, 모든 변환된 좌

표를 동일한 3차원 공간으로 출력하여 최종 3차원 

환경을 복원한다.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방법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다중 키넥트 캘리브

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마커를 이용

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별도의 마커를 필요

로 하지 않으면서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빠른 속

도로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Fig. 1은 제

안한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나타낸다.

먼저, 2.1장에서 소개한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키넥트가 3차원 영상을 생성하도록 한다. 그 후, 각각

의 키넥트에서 사용자의 관절을 추적한다. 관절의 위

치를 기반으로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

position, SV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키넥트와 키넥

트 사이의 외부 파라메터인 변환 행렬을 계산한다.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변환된 3차원 영상들을 

입력으로 하여 반복적인 최근점(iterative closest

points, ICP) 알고리즘으로 결과를 정제(refinement)

한다. 이어지는 3.2장과 3.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3.2 관절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중 키넥트의 개략

적 캘리브레이션

제안한 방법은 마커 대신에 사용자의 관절 위치를 

이용한다. 키넥트의 시야가 겹치는 공간에 사용자를 

위치시키고 동일한 프레임(frame) 상에서 사용자의 

관절을 추적한다. 키넥트는 무작위 트리(randomized

trees) 알고리즘[12]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에서 사용

자의 관절을 추적한다[13,14].

깊이 영상에서 추적된 관절의 위치는 2.1장에서 

소개한 매핑을 통해 3차원 영상에서의 관절의 좌표

로 변환한다. 각각의 키넥트가 생성하는 3차원 영상

은 고유한 원점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관절의 위치

일지라도 모두 다른 좌표를 가진다. 점들의 집합 사

이의 변환 관계를 구하기 위해 먼저, 점들의 중점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P는 3차원 공간상에서의 점을 표현하기 위한 3차

원 벡터(vector)이며, N은 점들의 개수이다. 중점을 

이용하여 점들의 두 집합을 하나의 원점으로 맞춰주

고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2)

A와 B는 서로 다른 키넥트를 구별한다. SVD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3차원 회전 행렬을 도

출한다.

   (3)

    (4)

마지막으로 3차원 평행이동 벡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5)

계산된 회전 행렬과 평행이동 벡터는 키넥트의 외

부 파라메터를 구성한다.

3.3 ICP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확도 개선 및 3차원 환

경 복원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는 관절 추적 알고리즘의 Fig. 1. Flowchart for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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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전통적인 방법에서 마커 검출 

알고리즘이 캘리브레이션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ICP 알고리즘[15]을 이용한다. ICP 알고리즘은 

개략적으로 정렬된 두 포인트 집합이 있을 때, 서로 

간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 간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

도록 반복적으로 포인트들을 일괄적으로 회전 및 이

동시키는 알고리즘이다. 이는 각각의 포인트마다 반

대 집합에 있는 포인트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

를 찾는 과정과 이들의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괄

적으로 변환해주는 행렬을 찾는 두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개략적으로 정렬된 포인트 집합을 준비하기 위해 

이전 과정에서 계산한 외부 파라메터를 이용한다. 이

는 키넥트와 키넥트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메인

(main)으로 사용할 키넥트를 지정해야한다. 메인 키

넥트를 제외한 나머지 서브(sub) 키넥트의 3차원 영

상의 모든 좌표에 메인 키넥트로 변환되는 외부 파라

메터를 곱하여 좌표를 변환한다. 서브 키넥트와 메인 

키넥트가 생성하는 3차원 영상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두고 ICP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외부 파라메터를 정

제한다. 이 과정에서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가 개선

되고, 서브 키넥트의 위치에서 메인 키넥트의 위치로 

변환되는 최종 외부 파라메터가 도출된다.

서브 키넥트의 3차원 영상의 모든 좌표에 최종 외

부 파라메터를 곱하여 좌표를 변환하고, 모든 변환된 

좌표를 동일한 3차원 공간으로 출력하여 최종 3차원 

환경을 복원한다.

4. 구현 및 결과

두 대의 키넥트를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

였다. Fig. 2와 같이 두 대의 키넥트를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배치하고, 각각의 노트북에 연결하였다. 키넥트

의 영상을 TCP 소켓을 이용하여 공유기를 거쳐 PC

로 스트리밍(streaming)을 하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Fig. 2. Experimental environment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a) (b) (c)

Fig. 3. 3D image generation of two Kinects without calibration. (a) color image, (b) depth image and (c) 3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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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넥트 API의 ICoordinateMapper 인터페이스

(interface)를 이용하여 깊이 영상과 색상 영상을 매

핑하는 과정을 구현하여 키넥트가 3차원 영상을 생

성하도록 하였다. Fig. 3과 같이 깊이 영상과 색상 

영상이 결합하여 3차원 영상을 생성하지만 키넥트는 

서로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두 키넥트의 시야가 겹치는 공간에 사용자를 위치

시키고 키넥트 API의 IBodyFrame 인터페이스를 이

용하여 사용자의 관절을 추적하고 각 관절의 위치를 

3차원 영상에서의 좌표로 변환하였다. Fig. 4는 3차

원 영상에서의 관절의 위치에 대한 좌표를 이용해 

만든 사용자의 뼈대를 하나의 3차원 공간에 투영한 

결과를 보여준다. 현재는 두 키넥트가 서로 캘리브레

이션이 되지 않아 사용자의 뼈대가 두개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사용자 관절의 위치를 기반으로 SVD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개략적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

제 구현에서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 1초 동

안의 프레임을 누적하였고, 각각의 프레임에서 계산

한 값들의 평균을 최종 결과로 사용하였다. 두 대의 

키넥트 중 한대를 메인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한대의 

모든 좌표를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메인 키

넥트의 좌표로 변환하였다. 이후, ICP 알고리즘을 수

행하여 이를 정제하였으며 10회 반복하는 것으로 구

현하였다. 기본 ICP 알고리즘의 구현은 [16]를 참고

하였다. Fig. 5는 제안한 방법에 의해 캘리브레이션

된 두 키넥트로 복원된 3차원 환경을 보여준다. 마커

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메인 키넥

트의 원점을 마커의 위치로 변환하였다.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개의 격자로 이루어진 체크 보드를 

이용하였다. 키넥트의 깊이 영상에서 체크 보드의 모

서리를 검출하고, 해당 위치에 매핑된 3차원 좌표를 

추출하였다. 이를 캘리브레이션이 된 두 키넥트에서 

각각 수행한 후, 두 키넥트 사이의 동일한 모서리의 

3차원 좌표의 오차를 cm단위로 변환하였다. 체크 보

Fig. 4. 3D environment reconstruction of two Kinects 

with calibration.

Fig. 5. 3D image generation of two Kinects without calibration.

Table 1. Comparison of calibration error

Test Set

Method

Conventional
method

Proposed method

Error(cm) Error(cm)

1 3.32 3.26

2 12.78 9.57

3 4.47 4.10

4 6.02 5.43

5 2.24 1.88

Average 5.76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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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위치를 달리하며 총 5번의 테스트를 수행하였

고, 각 테스트 마다 총 100개의 모서리에 대한 평균 

오차를 계산하였다. 표 1은 제안한 방법과 전통적인 

방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모든 테스트에서 제안한 방

법이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

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Fig. 6은 제안한 방법이 전통

적인 방법에 비해 정확도 면에서 우수함을 시각적으

로 보여준다. ICP 알고리즘에 의해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동일한 물체가 마치 두개로 보

이던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사용

하기 쉽고, 빠르고, 정확한 다중 키넥트 캘리브레이

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관절의 위치를 기반으

로 SV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키넥트와 키넥트 사이

의 개략적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IC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제하여 정확도를 개선

하였다. 실제 구현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다수의 키

넥트를 캘리브레이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고, 마커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

보다 훨씬 편리한 대안이라는 것을 보였다. 뿐만 아

니라 ICP 알고리즘에 의해 정확도면에서도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중 키넥트를 이

용하여 3차원 환경 복원을 필요로 하는 증강현실이

나 증강가상 등의 응용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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