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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3D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에 앞서 kinect를 활용하여 캐릭터의 동작을 모션캡처를 통해 쉽게 제작하는 

방법을 다룬다. 또한 제작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md2포맷으로 export하고 안드로이드 환경의 OpenGL을 활용하여 재생하는 

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향후 스마트폰 증강현실에서 도우미로서 소프트웨어 로봇 또는 에이전트의 다양한 감성 행동을 

제작하고자 한다.

키워드: 안드로이드(android), 캐릭터 애니메이션(character animation), 키넥트(kinect)

I. 서 론

모션캡처(Motion capture)란 어떠한 객체의 움직임을 카메라

(Camera)나 광학장비(Optical equipment)를 통해 움직임을 추출

하고 데이터화하는 과정을 뜻한다[1-3]. 사람의 움직임이나 기타 

복잡한 움직임을 데이터화 할 때 주로 사용된다. 기존에는  조이스

틱이나 마우스, 고가의 광학장비를 사용하여 모델링된 캐릭터를 

직접 움직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지만,  정밀한 움직임이 추출이 

가능한 장비들이 등장하면서, 실제 연기자(actor)의 움직임을 캡처

하여 캐릭터가 연기자의 움직임에 맞게 작업하는 방법이 대중화되

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kinect를 활용하여 모션캡처를 하고, 
캡처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의 캐릭터에 적용하여,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모션캡처 시스템은 움직임을 적용할 가상의 캐릭터(character)
와 실제 움직임을 하는 연기자(actor)로 구성된다. 그림 1(a)는 연

기자의 관절 및 특징이 되는 곳에 광학 센서를 부착하여 연기자의 

행동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그림 2(b)는 행동을 추출하고 

데이터화하여 가상의 캐릭터에 적용한 것을 나타낸다.

(a)                      (b)

그림 1. Optical sensor를 이용한 모션 캡처

Fig. 1. Motion-capture using the Optical sensor

III.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1. kinect를 활용한 모션캡처

kinect로 모션캡처를 하기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은 Brekel 
motion captur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kinect가 연기자를 인

식하면 주황색의 선이 관절에 맞게 나타나며, 실시간으로 행동을 

추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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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inect에 인식된 연기자 

Fig. 2. Actor recognized by kinect

그림 2의 우측 상단에 ‘start capture’를 선택하면 연기자의 움

직임이 kinect library로 기록된다.

2. PC에서의 kinect 애니메이션 적용

그림 3(a)는 그림 2의 과정에서 캡처한 모션 데이터를 나타내

며, 그림 3(b)는 3d studio max에서 제작한 가상의 캐릭터를 나타

낸다. 모션 데이터와 캐릭터와 합치는 작업을 physique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 그림 3(c)와 같이 가상의 캐릭터가 모션 데이터

에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c)와 같이 적용되면 안드로

이드 플랫폼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md2포맷으로 export한다.

(a) (b) (c)

그림 3. 안드로이드에서 재생되는 캐릭터

Fig. 3. Play character animation on android

3. 안드로이드에서의 애니메이션 재생

md2포맷으로 export된 캐릭터 애니메이션 파일을 재생하기 위

해서는 OpenGL의 md2 library를 사용하여 md2포맷을 import해
야 한다. md2포맷은 포맷 안에 프레임(frame)을 포함하고 있어, 
안드로이드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 그림 4와 같이 그림 3에서 설정

했던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안드로이드폰에서 재생되는 캐릭터

Fig. 4. Play character animation on android

IV. 결 론

본 논문은 한 개의 kinect를 이용하여 연기자의 움직임을 추출, 
안드로이드폰에서 동작할 수 있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였

다. 이를 활용하여 안드로이드의 증강현실에서 동작가능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다양한 앱에 활용하

고자 한다. 향후 한 개의 kinect를 사용할 경우 연기자의 움직임에 

가려지는 부분은 추출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되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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